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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속재용기 등 수조내기기의 설계, 성자속 분석  발열량 측정, 원자로 조사공 조

건 측정, 제작성  시설계통과의 연계성 검토, 구조, 내진 해석 그리고 건 성 평가를 

수행하 다. 2차에 걸친 열사이펀 실증실험을 통해 액체수소의 2상 유동 충 량, 

flooding 상 확인, void fraction 측정을 수행하 다. 

○ 수조내기기 장착 랜지, 장착용 라켓, 고정지지   설치공구를 개발하 다. 

mock-up 제작성 확인을 통해 본품에서는 더욱 정 한 제품을 제작하 으며 각각의 부

품에 한 극한시험, 괴시험, 압력시험  헬륨 설시험을 수행하 다. 진공용기에 내

부조립체(감속재용기와 열교환기)를 삽입하고, 탑 이트에 유연배 을 조립한 후 수조

내기기를 원자로 CN공에 설치하 으며 이에 따른 조립, 설치 차가 확립되었다. 

○ 안 성, 수소-산소반응, 열수력, 방사선방호 등 안 해석이 수행되고, 안 성분석보고

서 승인  사용 검사가 완료되었으며, 재 냉 성자원 시설에서 우수한 성능의 냉

성자가 정상 으로 추출되고 있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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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냉동기, 수조내기기, 핵발열량, 

어
Moderator cell, Hydrogen-oxygen reaction, Cold neutron 

source, Thermo-siphon, Vacuum chamber, Helium 

refrigerator, In-pool assembly, Nuclear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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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냉중성자 감속기 개발 및 안전해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신소재개발에서부터 생명공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첨단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첨단 냉중성자연구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연구용원자로 활용 시설의 
하나로써, 냉중성자를 생산하기 위한 냉중성자원 장치를 개발하여 원자로에 설치하
여야 한다. 냉중성자원 장치는 열중성자를 18 K의 극저온 상태에 있는 액체수소를 
통과시켜 열중성자의 속도와 에너지를 낮추어 4Å 정도 에너지의 냉중성자로 바꾸
어주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의 개발을 위해서는 극저온기술, 가스제어 및 진공기
술, 특수용접기술 및 비파괴 기술 등이 필요하다. 

 1. 기술적 측면
○ 냉중성자 연구시설은 나노영역에서의 물질구조와 저에너지 동역학 측정에 독보

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냉중성자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였다. 냉중성자 연구시설은 첨단 연
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대형연구시설로써 어느 때보다 높게 부각되고 있다. 

○ 냉중성자원 감속기 설계기술은 냉중성자원 개발의 핵심 기술이다. 극저온(18K)
의 액체 상태인 감속재가 이상 유동을 하는 열역학적 문제와 극저온, 고진공 및 
핵공학적 기술을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기술이다. 또한 감속재 용기의 발열에 기
인하는 액화 수소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을 확보하였다. 원자로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냉중성자 이득을 최대화해야 하는 것이다.

  2. 경제적 측면
○ 냉중성자 연구시설은 연구용 원자로의 핵심적인 실험 시설이다. 순수한 국내 기

술력으로 설계, 시공 및 운영을 하였다. 현재 연구원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
진하고 있는 연구로 기술수출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 냉중성자 감속기 개발 과정에서 얻은 극저온 제어기술, 고진공 유지기술, 액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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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리기술 등은 국내 관련 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3. 사회적 측면
○ 감속재 설계기술 국산화와 안전성 및 종합 검증에 대한 체계 구축을 하였다. 국

내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 최첨단 연구의 기반기
술이라는 측면은 원자력 이용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과 이해를 한 차원 높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개념설계 재정립 단계에서는 감속재 선정, 감속기 기본사양 결정, 수조내기기 

배치 검토, 원자로 조건 측정 및 분석 등이 이루어 졌다. 수조내기기의 핵공학설계, 
유동특성, 구조해석 등 기계설계와 열사이펀 성능시험이 기본설계단계에서 수행되
었다. 감속재용기 및 수조내기기의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간섭사항, 제작성 검토, 내
진 해석 등 사고해석이 이루어졌다. 수조내기기 설치공구, 지지 브라켓 등이 개발 
제작되면서 수조내기기가 제작 설치되고 시운전까지도 완료하였다.  

 1. 설계
  ○ 감속재용기 개념 설계
  ○ 중성자속 및 발열량 측정
  ○ 수조내기기 개념 설계
  ○ 개념 설계 결과로서의 설계 변수
  ○ 원자로 조건 측정 및 분석
  ○ 감속재용기 및 수조내기기 기본 설계
  ○ 감속재용기 및 수조내기기 상세 설계 

 2. 열사이펀 실험
  ○ 열사이펀 성능시험
  ○ 감속기관련 확증시험
  ○ 열사이펀 성능시험장치를 이용한 감속기 확증시험
  
 3. 제작 및 설치
  ○ 수조내기기 설치시험 및 제작
  ○ 수조내기기 설계변경
  ○ 수조내기기 제작



- v -

  ○ 수조내기기 설치
 
4. 안전해석, 인허가 및 시운전
  ○ 인허가 준비
  ○ 안전성 검토
  ○ 안전해석
  ○ 열수력 분석
  ○ 방사선방호 검토 분석
  ○ 열사이펀 성능 검토 분석 
  ○ 구조해석 검토 분석
  ○ 수소-산소 반응 검토 분석
  ○ 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답변/승인
  ○ 사용전검사 신청서 제출
  ○ 시운전 
  ○ 인허가

5. 품질보증 및 사업관리
  ○ 품질보증
  ○ 사업관리

Ⅳ. 연구개발결과
 1. 설계
  ○ 감속재용기 개념 설계
    - 감속재 감속능 및 감속재 선정
    - 감속재용기 핵공학적 개념 설계

  ○ 중성자속 및 발열량 측정
    - 열량계를 이용한 발열량 측정 개념
    - 노내 실험 장치 설계
    - 발열량 분석 

  ○ 수조내기기 개념 설계
    - 수조내기기 수소 순환계통
    - 단상 유동 분석



- vi -

    - 전산코드를 이용한 2상 유동 분석
    - 수조내기기 재료
    - 수조내기기 구조 해석

  ○ 개념 설계 결과로서의 설계 변수

  ○ 원자로 조건 측정 및 분석
    - 열부하 측정
    - 열부하 분석
    - CN공 형상 정밀측정, 경수 필름 측정 

  ○ 감속재용기 및 수조내기기 기본 설계
    - 감속재용기 및 수조내기기 핵공학 설계
    - 감속재용기의 제작성 검토
    - 감속재용기 및 수조 내부 기기 유동특성 계산
    - 수조내기기 배치 및 지진구조 설계, 연결 배관 설계
    - 구조해석

  ○ 감속재용기 및 수조내기기 상세 설계 
    - 감속재용기 및 수조내기기 핵공학 설계
    - 수조내기기 비핵발열량 평가
    - 수조내기기 제작성 검토
    - 수조내기기와 시설계통과의 연계
    - 수조내기기 및 배관 상세설계, 설치설계

 2. 열사이펀 실험
  ○ 열사이펀 성능시험
    - 내부 실린더 기화실험
    - 1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 2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 감속기관련 확증시험
    - 확증시험을 위한 1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 확증시험을 위한 2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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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사이펀 성능시험장치를 이용한 감속기 확증시험
    - 열사이펀 성능시험장치 이용 열사이펀 확증시험
    - 감마선 밀도계 이용 기포율 측정시험

 3. 제작 및 설치
  ○ 수조내기기 설치시험 및 제작
    - 수조내기기 설치시험 및 절차 개발
    - 수조내기기 설치공구 개발
    - 지지구조물 브라켓 개발
    - 수조내기기 밀착시험
    - 수조내기기 설치 및 측정시험

  ○ 수조내기기 설계변경
    - 수조내기기 건전성 재평가
    - 감속재용기와 용접되는 이종금속접합금구의 건전성 평가
    - 수조내기기 구조물 지지체(내부간격체) 설계 및 영향평가

  ○ 수조내기기 제작
    - 제작 공정
    - 설계 변경
    - 성능 시험

  ○ 수조내기기 설치
    - 설치를 위한 초기 준비
    - 고정 브라켓 및 장착플랜지 설치
    - 수조내기기 설치

4. 안전해석, 인허가 및 시운전
  ○ 인허가 준비
    - 인허가 절차
    - 인허가 혹은 안정성 주요 항목
    - 사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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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 검토

  ○ 안전해석
    -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 
    - 사고 해석
    - 환경영향 평가

  ○ 열수력 분석
    - 감속재용기의 열적 해석
    - 감속재용기 용융사고 해석

  ○ 방사선방호 검토 분석
    - 원자로실 차폐 분석
    - 실험동 차폐분석

  ○ 열사이펀 성능 검토 분석 
    - 진공용기 내 도달 진공도 검토
    - 수조내기기 상의 열침입량 검토
    - 수조내기기 냉각속도 검토
    - 헬륨냉동계통 고장에 따른 열사이펀 영향 검토
    - 진공계통 진공소실로 인한 열사이펀 영향 검토
    - 감속재용기 내 기포율 측정

  ○ 구조해석 검토 분석
    - 진공용기 구조해석
    - 진공용기 상부 플랜지의 구조해석
    - 진공용기 장착플랜지와 고정지지대의 구조해석

  ○ 수소-산소 반응 검토 분석

  ○ 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답변/승인

  ○ 사용전검사 신청서 제출

  ○ 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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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운전 프로그램 개발
    - 시운전절차서 작성

  ○ 인허가
    - 이종금속구 설계변경 승인 획득
    - 사용전 검사

5. 품질보증 및 사업관리
  ○ 품질보증
  ○ 사업관리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995년 냉중성자 시설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할 때 외국의 자료에서 하나씩 

기술을 얻었다. 이제는 우리 시설에 순수 100% 국내 기술력으로 수조내기기를 설
계, 제작 설치하고 성능 확인까지 완료하였다. 순수 국내 기술로써 냉중성자원 장치
의 설계, 제작 국산화를 달성한 것은 우리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연구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로 기술 수출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이다. 그 기반에는 사전 연구, 개념, 기본, 상세설계와 설계를 확
인하는 해석, 열사이펀 시험, mock-up 제작을 통한 실증시험이 있었다. 그리고 제
작과정에서 재료확보 및 기계가공에 착수하여 단품제작 및 품질검사를 완료하였다. 
수조내기기의 조립과 성능검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후 수조내기기가 완전히 조
립된 상태에서 원자로 노심에 정확하게 장착하였다. 고난도 설치작업에 대비하여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보조기구의 제작, 제작사에서의 모의 설치시험 
수행, 설치절차서 작성 등을 수행하였다. 특수작업에 대비하여 과제원과 제작사, 설
치자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예정된 설치작업을 성공하였다. 설치 완료 후 냉중성자
속 측정결과 냉중성자 평균 이득율 10 이상인 고성능의 냉중성자원 연구시설이 개
발되었다. 요르단연구로에 냉중성자원 자력설계를 제시함으로써 기술수출이 기대되
고 있다. 이외에도 수소 취급기술, 극저온 및 방사선 환경에서의 알루미늄 재료 연
구, 박판 알루미늄 용접기술 등이 확보되어 관련연구에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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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Cold Neutron Moderator Cell Development and Safety Analysis

II.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The final goal of this project is to establish a cold neutron source 

facility capable of spearhead research in fields ranging from new materials 

to bio-engineering in the country's infrastructure. The cold neutron facility 

has been installed to utilize the research reactor for scientific R & D 

activities. In order to acquired the cold neutrons, the cold neutron facility 

must be installed at the reactor. This facility passes the thermal neutrons to 

the 18K moderator, cryogenic liquid hydrogen. As the thermal neutrons drop 

down speed and energy, the cold neutron source changes them to cold 

neutrons with 4Å. The development facility needs cryogenic technology, gas 

control and vacuum technology, special welding technology, and 

non-destructive technology. 

1. Technical aspects :

○ The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CNRF) has the unique ability to 

measure the structure of matter and low energy dynamics in the field of 

Nano technology.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already carried out cold 

neutr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1970's. The CNRF will function as 

a great national research facility for the enhancement of the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 The moderator cell design is a core technology in cold neutron source 

development. It is a comprehensive technology of thermo-dynamic 

problems of  two phase flow of liquid moderator, cryogenics, high 

vacuums, and nuclear engineering. Also, it required to secure the safety 

of liquid hydrogen which to the heat generation of the moderato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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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the cold neutron gain has no influence on reactor safety.  

2. Economic aspects :

○ The CNRF is a special research facilities of a research reactor. It was 

designed, constructed, and operated purely with our own technologies. 

These technologies improve the competitive power of research reactor 

export worldwide.

○ The cryogenic control technique, high vacuum holding technique, and 

liquid hydrogen management technique in the CNS moderator cell 

development process are expected to ripple effects, raising the 

technological level of related industries. 

3. Social aspects :

○ A system for the localization, safety, and integrated verification of 

moderator cell design technology. It will raise the understanding of 

science technology in the general public. The basic technologies of this 

spearhead research raise the level of public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conceptual design phase included the selection of moderator, determination 

of basic specification of the moderator cell, arrangement of the in-pool assembly, 

and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reactor condition. During the basic design 

phase carried out the mechanical designs of the nuclear engineering design, flow 

characteristics analysis, structural analysis, and the thermo-siphon performance test. 

The detailed design phase of the moderator cell and in-pool assembly were 

performed conforming to interface matters, fabrications and accident analysis. 

Manufacturing of installation tools and support brackets,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of 

in-pool assembly, and pre-operation of the system were completed.         

1. Design

   ○ Conceptual design of moderato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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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asurement of neutron flux and heat flux

   ○ Conceptual design of In-pool assembly

   ○ Design variations resulting from conceptual design  

   ○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reactor as built condition

   ○ Basic design of the moderator cell and in-pool assembly

   ○ Detail design of the moderator cell and in-pool assembly

2. Thermo-siphon Test 

   ○ Thermo-siphon performance test

   ○ Conformation test of moderator cell

   ○ Real-time simulation test using thermo-siphon performance test facility 

3.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 Installation test and fabrication of in-pool assembly

   ○ Design change of in-pool assembly

   ○ In-pool assembly fabrication 

   ○ In-pool assembly installation

4. Safety Analysis, licensing, and commissioning

   ○ Licence preparation

   ○ Safety confirmation

   ○ Safety analysis

   ○ Thermal-hydraulic analysis

   ○ Analysis of radiation protection 

   ○ Analysis of thermo-siphon performance 

   ○ Analysis of structural analysis

   ○ Analysis of hydorgen-oxygen reaction

   ○ Confirmation, answer, and approval of safety analysis report  

   ○ Pre-service inspection

   ○ Commissioning

   ○ Licence 

5. Quality assurance and project management

   ○ Quality assurance

   ○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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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of the Project

1. Design

   ○ Conceptual design of moderator cell

     - Moderating power and choice of moderator 

     - Nuclear engineering conceptual design of the moderator

   ○ Measurement of neutron flux and heat flux

     - Concept of heat flux measurement using calorimeter

     - Design of in-pool test facility

     - Measurement of heat generation 

   ○ Conceptual design of In-pool assembly

     - Hydrogen circulation system

     - Analysis of the single phase flow 

     - Two phase analysis using computer code

     - Material of in-pool assembly

     - Structural analysis of in pool assembly

   ○ Design variations resulting from conceptual design  

   ○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reactor condition

     - Heat flux measurement

     - Heat flux analysis

     - Precision measurement of CN hole shape, water film measurement  

   ○ Basic design of the moderator cell and in-pool assembly

     - Nuclear engineering design of the moderator cell and in-pool assembly

     - Fabrication confirmation of the moderator

     - Flow characteristic calculation in moderator cell and in-pool assembly

     - Arrangement,  seismic structure design, and piping design of in-pool 

assembly 

     - Structur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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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tail design of the moderator cell and in-pool assembly

     - Nuclear engineering design of the moderator cell and in-pool assembly

     - Nuclear heating rate evaluation of in-pool assembly

     - Fabrication confirmation of in-pool assembly

     - Connection of in-pool assembly and facility process

     - Detail design and installation design of in-pool assembly and piping

2. Thermo-siphon Test 

   ○ Thermo-siphon performance test

     - Evaporation test of inner cylinder

     - 1st thermo-siphon performance test

     - 2nd thermo-siphon performance test

   

   ○ Confirmation test of moderator cell

     - 1st thermo-siphon performance test for confirmation test

     - 2nd thermo-siphon performance test for confirmation test

   ○ Confirmation test of moderator cell using thermo-siphon performance test 

facility 

     - Thermo-siphon conformation test using thermo-siphon performance test 

facility 

     - Void fraction test using gamma-ray density meter

3.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 Installation test and fabrication of in-pool assembly

     - Installation test and procedure development of in-pool assembly

     - Installation tool development for in-pool assembly

     - Development of support structure bracket

     - Close adhesion test of in-pool assembly

     - Installation and measurement of in-pool assembly

   ○ Design change of in-pool assembly

     - Soundness re-evaluation of in-pool assembly

     - Soundness evaluation of moderator cell and welding transition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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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ucture supporter design and effects evaluation of in-pool assembly

   ○ In-pool assembly fabrication 

     - Fabrications process

     - Design change

     - Performance test

   ○ In-pool assembly installation

     - First step preparation for installation 

     - Installation of fixing bracket and joint flange 

     - installation of in-pool assembly

4. Safety Analysis, Licensing, and commisioning

   ○ Licence preparation

     - Licence procedure

     - Main item of Licence or stability 

     - Accident analysis

   ○ Safety confirmation

   ○ Safety analysis

     - Probablistic stability evaluation 

     - Accident analysis

     - Evaluation of environmental effect

   ○ Thermal-hydraulic analysis

     - Thermal analysis of moderator cell

     - Melting accident analysis of moderator cell

   ○ Analysis of radiation protection 

     - Shielding analysis in the reactor 

     - Shielding analysis in the experimental building 

   ○ Analysis of thermo-siphon performance 

     - Review of attain vacuum rate in vacuum chamber



- xvi -

     - Review of heat penetration of in-pool assembly

     - Review of cool down speed of in-pool assembly

     - Review of thermo-siphon effect as a result trouble of helium refrigerator 

system 

     - Review of thermo-siphon effect as a result vacuum vanish of vacuum 

refrigerator system 

     - Void fraction measurement in moderator cell

   ○ Structural analysis

     - Structural analysis of vacuum chamber

     - Structural analysis of upper flange of the vacuum chamber

     - Structural analysis of joint flange and fixing supporter of the vacuum chamber

   ○ Analysis of hydrogen-oxygen reaction

     

   ○ Review, answer, and approval of safety analysis report  

   

   ○ Submit to pre-service inspection application 

   

   ○ Commissioning

     - Development of commissioning program

     - Commissioning procedure

   ○ Licence 

     - Approval acquirement of design change of transition joints

     - Pre-service inspection

5. Quality assurance and project management

   ○ Quality assurance

   ○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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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p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e Project

   Though the feasibility study carried out in 1995, some foreign 

technologies were learned at the early stage. However, the cold neutron 

source of this project has been designed, fabricated, installed, and 

performance tested in HANARO by entirely our own technologies. This 

prove our technical excellency and stability and extends our national power 

worldwide. First, the basis of the project was established with pre-research, 

conceptual, basic, detail design, design verification, thermo-siphon test, and 

the demonstration test by mock-up. Second, material guarantees, mechanical 

cutting, parts manufacturing, and quality inspection were accomplished. 

Third, the in-pool assembly was successfully finished with assembly and 

performance tests. After the in-pool assembly was adjusted, it was installed 

accurately in the reactor core by careful moving and handling. The difficulty 

of installation and prevention of in-pool assembly damage required special 

supporting tool fabrication, an installation test of a mock-up in the factory 

shop, and preparation of the procedure. The planned installation work was 

completed successfully by researchers, manufacturer, and installers against 

a special work. The neutron flux measurement performed after the in-pool 

assembly was installed, the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was developed 

cold neutron with an average gain is more than ten. It is except to that the 

CNRF will be exported in Jordan reactor. In addition, with hydrogen handling 

technology, aluminium material research in cryogenic and radiation zones, 

and welding technology of the thin plate aluminium, the CNRF will have 

ripple effects on related research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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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  

   본 연구는 국내의 기술기반을 신소재개발에서부터 생명공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첨단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원자로 활용 시설의 하나로써,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계획된 냉중성자원장치를 조속히 설치하여 모방 연구단계에서 벗
어나 주도 연구단계롤 발돋움할 단계에 있다. 냉중성자는 단백질, 아미노산, 바이러
스와 같은 거대분자의 연구, 중합체, 재료 내부에서의 침전물, 금속균열 등의 조사
연구 및 물질의 계면이나 표면 특성을 연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신소재의 개발
이나 복합소재의 연구에 필수적인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냉중성자를 생산하기 위
해서는 냉중성자원 장치를 원자로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장치는 열중성자를 약 
20 K(영하 253 ℃)의 극저온 상태에 있는 액체수소나 액체중수소 등의 감속재 속
으로 통과시켜 속도와 에너지를 낮추어 주므로써 4Å에서 최대의 중성자속을 나타
내는 Maxwell 에너지 분포를 가지도록 중성자의 에너지 레벨을 바꾸어 주는 장치
이다. 이러한 장치의 개발을 위해서 극저온기술, 가스제어 및 진공기술, 특수용접기
술 및 비파괴 기술 등이 활용되었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1) 냉중성자 연구시설은 나노영역에서의 물질구조와 저에너지 동역학 측정에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반기술로써,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RT (방사선 기술)와 
NT, BT, IT 산업의 융합기술 혁신 유발로 벤처 산업을 창출하고 첨단 연구
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대형연구시설로써 어느 때보다 높게 부각되고 있다. 

   (2) 냉중성자원 감속기 설계기술은 냉중성자원 개발의 핵심으로써 반드시 국산
화되어야 하는 필수적 기술이다. 극저온(18K)의 액체 상태인 감속재가 이상 
유동을 하는 열역학적 문제와 극저온, 고진공 및 핵공학적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력을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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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재 용기의 발열에 기인하는 액화 수소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을 확보함으로
써 원자로 고유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효율성을 최대화해야 하는 
문제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나. 경제적 측면
  (1) 냉중성자 연구시설은 연구용 원자로의 핵심적인 실험장치로써 자리매김하고 

있고 순수한 국내 기술력으로 설계, 시공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재 
연구원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로 기술수출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2) 냉중성자 감속기 개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극저온 제어기술, 고진공 유지
기술, 액체수소 관리기술 등은 국내 관련 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
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다. 사회적 측면
  (1) 감속재 설계기술 국산화와 안전성 및 종합 검증에 대한 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내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으며 NT, BT에 이르
는 최첨단 연구의 기반 기술이라는 측면은 원자력 이용에 대한 대중의 수용
성과 이해를 한 차원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연구개발 내용  범

개념설계 재정립 단계에서는 감속재 선정, 감속기 기본사양 결정, 수조내기기 
배치 검토, 원자로 조건 측정 및 분석 등이 이루어 졌다. 수조내기기의 핵공학설계, 
유동특성, 구조해석 등 기계설계와 열사이펀 성능시험이 기본설계단계에서 수행되
었다. 감속재용기 및 수조내기기의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간섭사항, 제작성 검토, 내
진 해석 등 사고해석이 이루어졌다. 수조내기기 설치공구, 지지 브라켓 등이 개발 
제작되면서 수조내기기가 제작 설치되고 시운전까지도 완료되었다.  

1. 설계
  ○ 감속재용기 개념 설계
  ○ 중성자속 및 발열량 측정
  ○ 수조내기기 개념 설계
  ○ 개념 설계 결과로서의 설계 변수
  ○ 원자로 조건 측정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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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속재용기 및 수조내기기 기본 설계
  ○ 감속재용기 및 수조내기기 상세 설계 

 2. 열사이펀 실험
  ○ 열사이펀 성능시험
  ○ 감속기관련 확증시험
  ○ 열사이펀 성능시험장치를 이용한 감속기 확증시험
  
 3. 제작 및 설치
  ○ 수조내기기 설치시험 및 제작
  ○ 수조내기기 설계변경
  ○ 수조내기기 제작
  ○ 수조내기기 설치
 
4. 안전해석, 인허가 및 시운전
  ○ 인허가
  ○ 안전성 검토
  ○ 안전해석
  ○ 열수력 분석
  ○ 방사선방호 검토 분석
  ○ 열사이펀 성능 검토 분석 
  ○ 구조해석 검토 분석
  ○ 수소-산소 반응 검토 분석
  ○ 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답변/승인
  ○ 사용전검사 신청서 제출
  ○ 시운전 준비
  ○ 인허가

5. 품질보증 및 사업관리
  ○ 품질보증
  ○ 사업관리

Ⅳ. 연구개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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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 감속재용기 개념 설계
    - 감속재 감속능 및 감속재 선정
    - 감속재용기 핵공학적 개념 설계

  ○ 중성자속 및 발열량 측정
    - 열량계를 이용한 발열량 측정 개념
    - 노내 실험 장치 설계
    - 발열량 분석 

  ○ 수조내기기 개념 설계
    - 수조내기기 수소 순환계통
    - 단상 유동 분석
    - 전산코드를 이용한 2상 유동 분석
    - 수조내기기 재료
    - 수조내기기 구조 해석

  ○ 개념 설계 결과로서의 설계 변수

  ○ 원자로 조건 측정 및 분석
    - 열부하 측정
    - 열부하 분석
    - CN공 형상 정밀측정, 경수 필름 측정 : 냉중성자원이 최대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진공용기와 냉중성자 수직공 사이의 경수층 두께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원자로 제작 당시 만들어 놓았던 냉중성자 수직공의 
As-built 치수를 정확히 알고 이에 맞도록 진공용기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
에 따라 1차년도에 냉중성자 수직공의 형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특
수 원격 측정 장치를 개발 완료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원자로 수조 내부에서 
측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2차년도에는 측정 결과를 상세히 분석하여 진공용
기의 최적 설계치수와 설치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 감속재용기 및 수조내기기 기본 설계
    - 감속재용기 및 수조내기기 핵공학 설계
    - 감속재용기의 제작성 검토 : 감속재용기를 포함한 수조내기기의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실재 크기와 동일한 Mock-up을 제작하면서 필요한 성능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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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 제작성을 평가하였다. 제작성 평가에는 기밀, 내압, 저온, 피로시
험, 용접부 건전성 시험과 최족 용접조건 시험 및 평가작업 등이 포함되었
다. 제작성 평가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신기술의 접목 등을 통하여 문
제를 해결하였고 최적의 제작요건 빛 절차를 개발함으로써 순수 100% 국
내 기술력으로 수조내기기의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감속재용기 및 수조 내부 기기 유동특성 계산
    - 수조내기기 배치 및 지진구조 설계, 연결 배관 설계
    - 구조해석

  ○ 감속재용기 및 수조내기기 상세 설계 
    - 감속재용기 및 수조내기기 핵공학 설계
    - 수조내기기 비핵발열량 평가
    - 수조내기기 제작성 검토
    - 수조내기기와 시설계통과의 연계
    - 수조내기기 및 배관 상세설계, 설치설계

 2. 열사이펀 실험
  ○ 열사이펀 성능시험
    - 내부 실린더 기화실험 : 냉중성자 발생을 위해서는 액화수소로 이루어지는 
감속재의 냉각이 필수적이며, 열사이펀을 이용하면 이러한 극저온 냉각부를 안정적
으로 유지할 수 있다. 원자로의 발영량 변화에 대해 열사이펀 내부의 온도와 압력, 
감속재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능의 구현이 가능한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과제 수행 초기 단계에서 열사이펀 성능시험을 계획하였다.

    - 1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 2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 감속기관련 확증시험
    - 확증시험을 위한 1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 확증시험을 위한 2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 액체수소의 열사이펌 성능은 냉

중성자 시설구축 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이다. 수소가스의 취급 
위험성과 과제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두 번에 걸쳐 열사이펀 성능시
험을 수행하였다. 1차시험은 수소가스 대신 아르곤가스를 이용하여 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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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 개념 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시행하였고 2차 열사이펀 시험은 수소가스
와 극저온 냉동기 등을 사용하여 실제 운전조건 하에서 수행되었다. 열사이
펀 성능시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수조내기기의 개념과 운전절차 수립 및 냉
중성자원 계통과 수조내기기 설계에 반영하였다. 

  ○ 열사이펀 성능시험장치를 이용한 감속기 확증시험
    - 열사이펀 성능시험장치 이용 열사이펀 확증시험
    - 감마선 밀도계 이용 기포율 측정시험

 3. 제작 및 설치
  ○ 수조내기기 설치시험 및 제작
    - 수조내기기 설치시험 및 절차 개발
    - 수조내기기 설치공구 개발
    - 지지구조물 브라켓 개발
    - 수조내기기 밀착시험 : 실물의 원자로 설치 전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모의 냉중성자 수직공을 만들어 수조내기
기 Mock-up을 이용한 설치 및 밀착시험을 원자로 밖에서 수행하였다. 빔
튜브와 수조내기기 사이의 경수막의 두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조내기기
를 최대한 빔튜브 방향으로 밀착, 고정시키는 방안을 현장실험을 통하여 수
립하였고 이를 수조내기기 제작도면 및 설치절차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시
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냉중성자속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

    - 수조내기기 설치 및 측정시험

  ○ 수조내기기 설계변경
    - 수조내기기 건전성 재평가 : 수조내기기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설지점

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조내기기 진공용기와 상부판의 체결방식을 볼트 너트
의 플랜지 형식에서 용접형식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였다. 제안된 설계변경
이 수조내기기의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고, 용접방식으로 
변경하더라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 감속재용기와 용접되는 이종금속접합금구의 건전성 평가
    - 수조내기기 구조물 지지체(내부간격체) 설계 및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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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조내기기 제작
    - 제작 공정
    - 설계 변경
    - 성능 시험 : 원자로 운전일정과 시운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제작사인 (주)무진기연과 제작 국산화 계약을 체결하였다. 알루미늄 박막의 
용접기술 개발과 이종 금속의 적용 등 많은 기술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규격
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작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국산화를 성공하였다. 
설계변경 승인과 함께 재료확보 및 기계가공에 착수하여 단품제작 및 품질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수조내기기의 조립과 성능검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인검사가 완료 후  하나로 현장에 도착되었다. 

  ○ 수조내기기 설치
    - 설치를 위한 초기 준비 : 수조내기기 Mock-up을 이용하여 원자로에서 두 

번에 걸쳐 장착시험을 수행하였다.  1차 장착시험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간
섭사항을 수조내기기 모형물에 반영하여 재제작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2
차 장착시험을 수행하였다. 원자로에서 장착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추후 수조
내기기 설치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 수조내기기 설치시험을 
통하여 설치절차서를 개발하고, 설치에 필요한 공구도 자체 개발하였다. 

    - 고정 브라켓 및 장착플랜지 설치
    - 수조내기기 설치 : 약 300kg의 수조내기기가 완전히 조립된 상태에서는 이

동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체를 크레인으로 매달고 원
자로 노심에 정확하게 장착하여야 하는 고난도 설치작업에 대비하여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보조기구의 제작, 제작사에서의 모의 설치시험 
수행, 설치절차서 작성 등을 수행하였다.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특수작업에 대비하여 과제원과 제작사, 설치자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예정
된 설치작업을 성공하였다. 

4. 안전해석, 인허가 및 시운전
  ○ 인허가
    - 인허가 절차 : ‘07년말 확정되었던 수조내기기 상세설계는 상부플랜지를 볼

트체결 방식으로 결정하였으나, 설계검토 과정에서 수소가스의 누설을 원천
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접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수조내기기의 건전성평가와 관련된 구조건전성 해석을 재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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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설계시방서와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등을 전면 
재작성하였으며 이들 자료를 정리하여 규제기관에 인허가 변경신청을 하였
고 약 6개월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2009년 초 승인을 받았다. 규제기관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안 특수 이종금속금구의 제작특성과 박막 알루미늄 감
속재용기의 용접 타당성, 가공방법 등을 제작사와 함께 현장시험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 인허가 혹은 안정성 주요 항목
    - 사고 해석

  ○ 안전성 검토

  ○ 안전해석
    -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 : 방사선 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수행으로 초기사건을 파악하고 주요 사건에 대한 시
나리오를 마련하여 정량적/정성적 사고분석을 수행 완료하였으며, 안전성분
석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한 2차에 걸친 규제기관
의 질의서에 대해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답변을 완료하였다. 

 
    - 사고 해석
    - 환경영향 평가

  ○ 열수력 분석
    - 감속재용기의 열적 해석
    - 수조내기기 감속재용기 용융사고 해석 : 비정상사고로 인한 감속재용기 용융

사고 발생 시 진공용기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하나로의 안
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냉중성
자원 연구시설의 방사선 방호를 위해 원자로실 및 실험동 차폐분석도 수행, 
완료하였다.

  ○ 방사선방호 검토 분석
    - 원자로실 차폐 분석
    - 실험동 차폐분석

  ○ 열사이펀 성능 검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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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공용기 내 도달 진공도 검토
    - 수조내기기 상의 열침입량 검토
    - 수조내기기 냉각속도 검토
    - 헬륨냉동계통 고장에 따른 열사이펀 영향 검토
    - 진공계통 진공소실로 인한 열사이펀 영향 검토 : 헬륨냉동계통 고장 및 진공

계통 진공소실로 인한 열사이펀 영향 분석을 수행하여, 감속재용기 건전성
을 유지하기 위한 수소계통 고압력 정지변수 설정값을 결정하였다. 수조내
기기의 파괴역학적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 또는 비파괴검사에 대한 판정기준과 수소누설 감지, 그리고 
주기적인 검사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감속재용기 내 기포율 측정 : 수조내기기 제작 과정에서 비파괴검사와 기포
율 측정시험 등을 수행하여 극저온에서 수조내기기의 수축현상을 확인하였
다. 수축현상으로 인해 감속재용기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 생산되는 최대 냉
중성자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축현상을 감안하여 감속재용
기의 재료와 위치, 크기 등을 상세설계 도면에 적절히 반영하여 최적의 운
전조건을 찾을 수 있었다. 

  ○ 구조해석 검토 분석
    - 진공용기 구조해석
    - 진공용기 상부 플랜지의 구조해석
    - 진공용기 장착플랜지와 고정지지대의 구조해석

  ○ 수소-산소 반응 검토 분석 : 사고해석의 주요 안건인 수소-산소 화학반응에 
대한 분석을 꾸준히 수행하여 완결하였으며 국외 냉중성자원 시설의 분석 결
과와 다수의 참조문헌들도 비교 검토하여 그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는 냉중성자원의 압력경계가 되는 진공용기의 설계압력으로 적용하여 냉중성
자원 설치로 인해 하나로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답변/승인 :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차례의 
질의서를 받아 근거자료 및 답변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심사 결과로 
경미한 수정 및 추가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청 받아 ‘안전성분석보고서 1차 보
완제출’공문을 규제기관에 제출하였고 안전성분석보고서가 2007년 8월 3일 
최종 승인되었다. 이로써 냉중성자 연구시설 설치 및 이에 따른 하나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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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승인이 최종 완료되었다.

  ○ 사용전검사 신청서 제출 : 냉중성자 연구시설의 설치는 원자로 시설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추가 설치시설 및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 및 점검을 위한 사용
전검사신청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하였고 약 6개월에 걸친 사용전검사 설치 검
사를 한건의 지적도 없이 완료하였다. 

  ○ 시운전 준비
    - 시운전 프로그램 개발 : 수조내기기의 시운전은 4개의 연결배관(헬륨냉동기 

2개, 수소배관 1개, 진공배관 1개)이 노외공정계통과 연결된 2009년 중반부
터 시작되었다. 노외공정계통이 정상운전되는 동안연결배관의 누설여부, 극
저온 헬륨가스배관의 건전성, 공정진공도 도달시간 등을 냉중성자원 시설계
통 시운전과 동시에 수행되었다. 

    - 시운전절차서 작성 : 기기누설 등을 포함하는 건전성 시험이 완료된 후 원자
로 연계시험을 실시하였다. 원자로 전출력 운전조건에서 수조내기기의 감속
재용기 등은 충분히 양호한 상태로 정상운전됨을 확인완료하고 장기운전시
험을 수행하고 있다. 시운전절차서를 포함하여 시운전결과보고서, 운전절차
서 등을 작성 완료하고 현재 시설운영부서로의 인계가 진행 중에 있다.

  ○ 인허가
    - 이종금속구 설계변경 승인 획득
    - 사용전 검사

5. 품질보증 및 사업관리
  ○ 품질보증 : 대과제 전반에 대한 품질보증 및 사업관리 업무 수행하였으며 품

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에 근거한 품질보증 활동 수행하였다. 

  ○ 사업관리 : 사업 예산관리, 공정관리 문서관리 등은 MS-project 프로그램 등
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효율적인 예산 분배에 따라 업무의 효율
성 및 수조내기기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수조내기기 제작 업무를 수조내
기기 제작기술용역과 수조내기기/배관 제작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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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외 개발 황 수

1. 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1970년 부터 냉 성자 산란연

구에 한 국제 력  공동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호주, 국 

등도 신규 연구로  기존 연구용 원자로에 냉 성자원의 개발과 설치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운  는 개발 인 냉 성자 연구시설 황

은 아래 표와 같다.

시설 가동년 시설명 국가 출력
냉 성자 

산란장치
비고

2006 CARR 국 60 MW 건설 

2006 RRR 호주 20 MW

2003 FRM-Ⅱ 독일 20 MW 17

1995 HANARO 한국 30 MW 6 건설 

1990 JRR-3M 일본 20 MW 23

1980 Orphee 랑스 14 MW 25

1973 BER-2 독일 10 MW 15

1972 HFR 랑스 58 MW 38

1969 NBSR 미국 20 MW 17

1966 HFIR 미국 85 MW 10

2. 성자에 한 수요는 지속 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망됨에도 2015년이 되

면 5, 60년 에 건설된 원자로들은 가동이 정지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건설된 하나로는 성자 이용연구에 있어서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1990년  후반부터 아시아의 다수 연구소들이 냉 성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ANSTO에서는 RRR, 국 CIAE도 

CARR과 20MW의 면양연구로 CMRR에 냉 성자원을 설치하 다.   

제 2  국내 개발 황  수

1. 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1970년 부터 냉 성자 산란연

구를 시작하 으나, 국내에는 원자력(연)외에는 성자 시설은 물론 냉 성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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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없다.  1995년부터 1999년 까지 냉 성자 연구시설 구축에 한 기술성 

검토 등 4년간의 개념설계 완료 후 국내 경제사정 등 주변 환경변화로 인하여 

과제가 단되었다가 2003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냉 성자 연

구기반시설 구축  이용기술개발” 과제가 재착수되어 7년간의 노력으로 시설구

축이 완료되었다. 

냉 성자 연구시설 구축 추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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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기술상태의 취약성  국내․외 기술 수 의 비교

냉 성자 감속기 개발  안 해석

분 야 국내 기술수준 국외 기술수준

냉중성자원

및

극저온 기기

개발

 본 시설이 구축되기 전까지 냉중

성자원은 전혀 시도되지 않은 새로

운시설이다. 특히 극저온계통의 국

내기술 수준은 미약하였다. 본 과

제를 통해 기획시 예상했던 것보다 

충분한 기술을 확보하였다. 

90

 원자력은 물론 항공, 우주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일찍 

기술개발을 시작했고, 그만큼 기술

이 탄탄하고 나름의 노하우를 보유

하고 있다. 

98

감속기 및

수조내기기

설계

 초기에 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자

문을 받았지만 기본설계에 들어가

면서 국내 기술로 설계를 완료하였

다. 
85

 60년대부터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 및 미국, 러시아 에서는 냉

중성자를 이용한 물성연구 등을 위

해 감속재용기 설계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98

감속기 및

수조내기기

제작 및

성능시험

 1mm 알루미늄 박판의 용접을 통

한 감속재용기의 제작, 알루미늄과 

스텐레스 스틸 이종금속의 연결, 

극저온에서의 누설시험 및 극한시

험 극저온 기기의 성능시험 등 다

양한 분야에 기술이 새로이 진행되

었다.

90

 선진국에서는 냉중성자를 이용한 

물성연구, 방위산업, 항공 및 우주

산업 등을 위해 감속재용기와 같은 

극저온 용기에대한 제작 및 성능시

험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98

인허가

 설계, 제작 및 성능시험을 통하여 

기술 및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사

용전 검사 등 인허가를 완료하였

다.  

95

 80년대에 미국은 원자로 및 냉중

성자원 설비 등 활용설비에 대한 

기술은 물론 ASME 규격의 적용 

등 인허가에 대한 부분 충분한 체

계가 확립되었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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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설 계

1. 감속재 용기 개념 설계

  

  가. 감속재 감속능  감속재 선정

          

   연구용 원자로의 냉 성자원에 사용되는 감속재로는 크게 액체 수소와 액체 

수소를 사용한다. 액체 수소는 성자 흡수 단면 이 작아서 형의 냉 성자원

에 사용하며 액체 수소의 경우는 소형의 냉 성자원에 사용을 한다. coupled 모델을 

이용한 MCNP를 통한 계산을 통하여 하나로 냉 성자 수직공의 크기에 합한 감

속재를 선정하 다. 

   하나로 냉 성자 수직공의 최  반경은 8 cm이며 냉 성자 빔튜 를 합하면

서 냉 성자 수직공의 형상에 변형이 가해져 냉 성자 수직공의 치수에 변화가 생

겨진 상태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한 여유도를 갖기 하여 진공 용기와 감속재 

용기 사이에 약 1 cm의 여유 공간을 두어 감속재 용기의 반경을 6.5 cm로 가지는 

실린더형 감속재 용기에 액체 수소와 액체 수소를 채워서 냉 성자 수직공 크기

에서 최 의 냉 성자속을 생산할 수 있는 감속재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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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1 감속기 내부

          평균 중성자 스펙트럼 
그림 1.1.2 수소-중수소 혼합 시 영향 

   액체 수소와 액체 수소 각각에 하여 성자 스펙트럼을 그림 1.1.1에 도시하

다. 그림 1.1.1.과 같이 액체 수소로 채운 경우보다 액체 수소로 감속재를 채웠

을 경우 열 성자가 덜 감속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소와 수소의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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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열 성자의 평균 자유 행정 거리가 수소의 경우 2.3 cm

이며 수소의 경우 11.614 cm이다. 냉 성자 수직공의 최  반경이 8 cm이며 감

속재의 반경이 6.5 cm이므로 수소의 경우는 열 성자의 평균 자유 행정 거리보다 

냉 성자 수직공의 반경이 작음으로 인하여 감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다. 한 수소와 수소를 혼합하여도 수소의 평균 자유 행정 거리 때문에 그림 

1.1.2와 같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하나로 냉 성자원의 감속재로는 액체 수소를 선정하

다.

  나. 감속재 용기 핵공학  개념 설계

   

    (1) 감속재 용기 핵공학  개념 설계

   감속재 용기의 형태는 JRR-3M과 같이 감속재 용기의 두께를 작게 하거나 HFR

과 같이 실린더형에 Cavity를 주거나 Orphee와 같이 이  실린더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에 하여 크기를 변경하며 최 의 냉 성자원 감속재 

용기를 선정하 다. 

   실린더형의 계산을 통하여 반경을 크게 함에 따라 냉 성자속이 선형 으로 증

가함을 확인하 으며 냉 성자속을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반경 6.5 cm 실린더

형을 기본으로 하여 Cavity형과 이  실린더형에 변화를 주어 계산한 계산 결과를 

그림 1.1.3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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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감속재 형태별 반경방향 두께에 따른 냉 성자속 변화

   계산 결과를 통하여 최  냉 성자속 생산과 최소의 발열량을 얻기 한 최 의 

감속재 형태는 이  실린더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며 반경 방향 두께를 2 cm, 

높이 방향 3 cm 두께를 가지는 이  실린더 형태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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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속재 특성 평가- ortho 수소, para 수소 혼합비

   극 온 감속재로 사용되는 액체 수소는 2개의 양성자와 2개의 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양성자의 스핀 방향에 따라 para 수소, ortho 수소로 나 어진다. 스핀 방향

이 서로 반  방향으로 결합하 을 때 para 수소라 하며 같은 방향으로 결합한 경

우는 ortho 수소라 한다. 

   액체 수소의 para/ortho 비율이 요한 이유는 para 수소와 ortho 수소가 비탄성 

산란 단면 에서 나타나듯이 냉 성자 역으로 내려갈수록 비탄성 산란 반응 단면

에서 한 차수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5 meV에서 para 수소는 약 1.5 barn 정도인

데 반하여 ortho 수소는 약 50 barn 정도이며 에 지 벨이 낮아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짐을 볼 수 있다. para 수소로 가정을 하고 선정한 이  실린더형 감속재 용

기에 para/ortho 수소의 비율을 변경하며 냉 성자속의 변화를 계산하 으며 그 결

과를 그림 1.1.4에 도시하 다. 

   100% para 수소로 감속재를 사용한 경우보다 80% para-20% ortho 수소의 혼합

이 6.7%정도 냉 성자속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실 으로 액체 수소의 ortho/para 

비율을 조 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개발되어있지는 않은 을 고려할 때, 

para 100%를 기 으로 설계 시 para/ortho 수소의 비율이 40% para-60% ortho 비

율까지도 여유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ara100 p90-o10 p80-o20 p70-o30 p60-o40 p50-o50 p40-o60 p30-o70 p20-o80 p10-o90 ortho100

6.40E+012

6.50E+012

6.60E+012

6.70E+012

6.80E+012

6.90E+012

7.00E+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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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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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Ortho/Para 혼합비에 한 효과

2. 성자속  발열량 측정

 

  가.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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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들의 결과로 화학  는 물리  변화가 생

길 수도 있으나, 이러한 변화와 동반된 포텐셀 에 지의 변화는 일반 으로 매우 

작고, 실질 으로는 흡수된 에 지의 부분이 열로 나타난다. 이를 핵발열(nuclear 

heating)이라고 한다. 따라서 핵발열율(nuclear heating rate)은 흡수 선량율

(absorbed dose rate) 즉, 단  질량당 방사선 는 이온화 입자(ionizing particle)로

부터의 에 지 흡수율과 같다.

   실험 으로 흡수선량을 결정할 때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열량계  

방법(calorimetry), 이온함(ion chamber)  화학  방법(chemical dosimetry) 등이 

있다. 이  calorimetry는 흡수선량을 결정하는  측정법이며, 고선량 측정에 많

이 사용된다. 열량 측정 방사선량계의 기본 형태인 열량계(calorimeter)는 일차 선량

계(primary dosimeter)라고 볼 수 있으며, 매우 넓은 역의 에 지  흡수 선량율

(absorbed dose rate)에 해 사용이 가능하다. 열량계는 고선량에 사용할수록 신호 

 잡음비가 증가하므로 유리하다.

   열량계의 동작 원리는 단순한데, 열 으로 고립된 흡수체 는 열 달 특성을 

알고 있는 물체에 남겨지는 열량을 열 (thermocouple)나 서미스터(thermistor)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검정은 보통 흡수체 내에 끼워 넣어진 기 히터

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열량계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속, 가벼운 고체 물질, 다양

한 화합물, 라스틱, 물 등 매우 다양하며, 흡수선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기

하학  모양을 모사하기 해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나. 열량계를 이용한 발열량 측정 개념

   열량계에 한 열 달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λ
N∇

2T(r, t)+p(r, t)= δ
NCN

dT(r, t)
dt

 for sample --------- (1)

       λ
B∇

2T(r, t)= 0  for heat transfer medium --- (2)

  

 여기서,

         T(r,t)  : 치 r과 시간 t에서의 온도,

         p  : 단  시간당 단  부피당 발생하는 열량,

         δ
N
 : 시료의 도,

         CN  : 시료의 비열

이다. (1) 식을 시료 체에 걸쳐 분한 후, 열 달 계수가 작고, 시료가 매우 좋은 



- 18 -

열 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hs(T-Te)+P=MC
dT
dt

 ---------------------------------- (3)

이 된다. 여기서,

         P  : 시료 체에 걸쳐 분된 발열량(power),

         h  : 열 달 매질의 열 달 계수,

         s  : 시료의 외표면 ,

         T  : 시료 외면의 온도,  

         Te  : 자켓(jacket)의 온도

         MC  : 열용량(thermal capacity)

이다. 이러한 열량계에서 시료의 표면 온도가 완 히 균일하고, 열 항, 1/hs이 알

려져 있다면, 발열량은 평형 상태에서 측정된 두 온도차 (T-Te)를 측정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열 항을 구하기 해서는 원자로 밖에서 Joule 열을 이용하여 에

지 흡수를 모사하는 방법이 리 사용되고 있다. 

  다. 비 실험

   노내 실험에 앞서 히터에 의한 온도상승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아래 그림 

1.2.1과 같은 용기를 제작하여 비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1.2.2, 

1.2.3과 같다. 이 용기는 진공 내에서의 열 달 특성 측정 실험에서도 사용될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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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Heater에 열을 공급하면서 측정한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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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예비 실험을 

위한 용기
그림 1.2.3 예비 실험을 통해 구한 열저항

  라. 노내 실험 장치 설계 

   하나로 CN 조사공 내에서 발열량을 측정하기 한 장치는 그림 1.2.4와 같다. 

이 장치는 하나로 내의 다양한 수직 조사공 내에서 발열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 이에 따라 이 발열량 측정 장치 노심 부분의 최  직경은 56 mm로 설계

되었으며, CN 공에는 이 측정 장치가 끼어 들어가게 되는 슬리 가 설치된다. 슬리

의 외경은 155 mm이고, 내경은 60 mm이며, 내부는 공기로 채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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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CNS 공에 설치될 발열량 측정 장치 조립 개념도

  마. 발열량 분석

    (1) 계산 모델 확립

   발열량 분석을 한 노심 계산은 MCNP를 사용하 다.  계산 모델은 기본 인 

하나로 체 노심 모델을 사용하 으며 발열원에 따른 계산 방법, 감속재 용기 재

질에 따른 발열량, 노심에 의한 향 평가 등을 해 해당 부분에 한 모델을 개

발하여 사용하 다.  최 의 발열량 평가를 한 노심 평균 연소도는 29.41%U-235

이며 하나로의 평형노심이다.

    (2) 발열원에 따른 계산 방법

   일반 인 계산 방법으로는 성자  즉발, 포획 감마에 의한 발열량만 계산할 

수 있다.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지발 감마는 다른 계산 방법을 필요로 한다.  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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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생성물이 축 되는 정도가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지발 감마 선원이 되므로 

MCNP의 KCODE mode에서 선원분포를 먼  구한다.  감마 수송에 한 별도의 

계산을 해 SDEF mode에서 핵분열생성물의 감마 에 지 분포를 용하여 지발 

감마를 계산하 다.  CNS 치에서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지발 감마를 정확한 근

거로 계산하여 계산 오차의 불확실성을 다.

    (3) 감속재 용기 재질에 따른 발열량

   감속재 용기의 선택은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 결정되지만 감속재 용기 선택을 

한 자료를 생산하기 한 발열량 평가를 하 다.  감속재 용기의 주요 후보 재질

로는 Al 합 , Zr 합 , SS304L이 고려되었는데 Al 합 에 의한 발열량을 해석하

기 하여 특별한 방법이 개발되어 용되었다.  Al은  에 의해 

이 생성되므로 성자  감마(핵분열 생성물의 지발 감마 포함)에 의한 발열량뿐

만 아니라 의 베타와 지발 감마에 의한 발열량도 고려되어야 한다.  베타선의 

비정 거리가 짧으므로 베타선 발생 치에 100% 에 지가 달된다고 가정하 다.  

이러한 가정은 다른 CNS 분석에서도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이다.  

   반응률은 기본 인 노심 계산으로 구하고 베타선의 평균 에 지( 

1.247 MeV)를 용하여 베타선에 의한 발열량을 구하 다.  의 지발 감마는 

핵자료의 변환을 필요로 하여 우리 연구소의 핵자료 평가 에 요청하여 만들어진 

Al에 한 새로운 핵자료를 이용하여 지발 감마에 의한 발열을 정량 으로 고려하

다.

   CNS 장치의 운 은 여러 가지 하나로 노심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  

발열량이 발생하는 노심 조건을 알아내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노심에 의한 

향을 평가하기 하여 다음의 노심 조건을 고려하여 최  발열량을 주는 노심 조

건을 선택하 다.

- Al Plug

- OR5에서의 조사시험: 18  핵연료와 모의 핵연료의 비교

- NTD1의 Silicon Doping

- 노심 장  모형

- 제어  치

- 반사체(D2O) 불순물의 향

- U-Mo 핵연료에 의한 노심 변환

    (4) 발열량 분석

   1997년도에 이루어진 KAERI와 러시아 PNPI의 공동연구에서 CNS 장치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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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량 해석이 이루어졌는데 독립 인 계산 신뢰성을 확인하기 하여 재계산을 

수행하 다.  PNPI의 해석은 재 설계하고 있는 CNS 감속기의 개념이 다르지만 

재의 발열량 해석에 한 신뢰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새로운 CNS 감속기에 한 

발열량 해석에서 오류를 사 에 없애기 함이다.  PNPI의 해석과 비슷한 결과를 

얻어 재의 해석에 한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었는

데 상세 분석을 통하여 재의 분석이 보다 세 하고 개선된 방법을 사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다.

   CNS 감속기가 치하는 곳은 노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횡방향 

성자의 경사가 있다.  한 제어 의 향에 의한 축방향 경사가 있다.  이러한 

축방향  횡방향 발열량 분포를 계산하여 감속기의 설계에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하 다.

   최종 감속기 모델은 이  실린더형 감속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감속기 모

델에 한 발열량 평가를 하 다.  체 인 무게는 1.4 kg이고 발열량은 1.1 kW

로 평가되었다.  노심 계산의 불확실도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40%로 잠정 으로 설

정되었다.

    발열량 분석의 불확실도에 한 평가는 발열량 측정실험을 통하여 이루어질 

정이다.  최종 인 감속기에 한 발열량은 감속기가 만들어져 설치되어야 알 수 

있으므로 미리 알 수 없다.  감속기의 주요재질로 이용되는 매질에 해 발열량 측

정하여 노심 계산의 불확실도를 평가하고 이러한 불확실도를 최종 인 감속기에 

한 발열량 평가에 용하기 함이다.  상되는 실험 조건에 한 실험 장치의 

발열량을 평가하여 실험을 한 기 조건의 설정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 다.

3. 수조내 기기 개념 설계

  가. 수조내기기의 수소순환계통

 

    (1) 냉각방식에 따른 수소순환계통 비교 분석

   열 성자가 온의 액체 감속재를 지나면서 냉 성자로 되는 과정에서 좋은 냉

성자 속(flux) 효율을 얻기 하여 감속재에 발생된 열을 히 제거해주는 것이 

요하다. 재 사용되고 있는 가열된 감속재를 냉각시키는 방법에는 직 냉각방식

과 간 냉각방식이 있으며, 간 냉각방식은 강제순환방식과 자연 류방식으로 구분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로의 냉 성자원 장치의 감속재인 수소의 순환계통을 선

정하기 하여 각 냉각 방식을 분석하 으며, 표 1.2.1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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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순환계통
원리 장단 용 원자로

직 냉각

방식

감속재 용기 외부에 냉각

을 하여 별도의 헬륨

blanket을 설치하여 과냉

각 감속재를 유지하는 냉

각방식 

장 : 수조내기기  감속

재를 한 노외공정계통이 

단순.

단 : 감속재용기 표면과 

감속재 사이의 큰 온도차

가 요구되며, 이로 인해 

불순물  감속재의 고화

상을 제어하기 어려움

* HFBR (USA)

* BRR (Hungary),

* RRR (Australia)

:직 /간 냉각방식 

강제순환

방식

임계온도, 임계압력 이상

의 조건에서 임계 감속

재를 펌 에 의해 강제 

순환시켜 감속재용기내의 

열을 열교환기로 달하

는 방식

장 : 감속재 용기내 상변

화에 의한 갑작스런 압력 

증가에 의한 문제 을 최

소화

단 : 감속재의 작동 압력

이 다른 냉각방식에 비해 

상당한 고압이 요구, 별도

의 펌  필요

*HFIR (USA)

2상

자연 류

방식

감속재의 큰 잠열을 이용

하여, 감속재용기내에 생

성된 기체상의 감속재는 

도 차에 의한 자연 류

에 의해 열교환기에서 응

축되어 감속재 용기로 이

동하는 방식

장 : 감속재의 잠열을 이

용하여 열 달, 강제순환

방식에 비해 은 양의 감

속재 요구, self-regu 

lation 특성을 보임

단 : 강제순환방식에 비

해 격한 상변화에 의한 

압력 증가로 인한 잠재  

문제  

*HFR (USA)

*NBSR (USA)

*KUR (Japan)

*JRR-3M (Japan)

표 1.3.1 수소순환계통 비교 분석

    (2) 하나로 CNS 설비를 한 수소 순환계통 방식

   하나로 안정성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하나로와 련된 설비의 허용 최  압

력이 4 bar 이하이기 때문에, 이 압력제한 기 은 하나로에 설치될 CNS 설비에

도 용 될 것이다. 강제순환방식은 약 15 bar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연성인 

감속재를 고압으로 압축  고압의 임계상의 감속재를 순환시키기 해 별도

의 펌 가 필요하다. 한, 직 냉각방식은 감속재 용기 표면과 감속재 사이의 

큰 온도 차가 요구되므로 감속재 고화 상이 야기되기 쉽다.  따라서 하나로 

CNS 설비의 냉각방식으로는 감속재의 큰 잠열을 이용하여 갑작스런 발열량의 

변화에도 수조내기기에 향을 최소화하는 2상유동 자연 류 순환 계통방식이 

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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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상, 2상 유동 MCNP 비교 해석 

   2상 유동 시에 노내의 냉 성자원은 핵 발열량에 의하여 기포가 발생하게 되며 

같은 용기 내에서 결국 감속재 내부에 기화되어 생성된 void fraction의 양이 늘어

남에 따라 설계된 감속재의 두께를 이는 향을 주게 된다. 유동 해석을 통한 계

산에 앞서 MCNP 계산을 통하여 void fraction의 향을 평가하고 2상 유동을 허용

하며 설계 요건을 만족하는 void fraction의 한도를 정하 다. 그림 1.3.1에 결과를 

도시하 으며 20% void fraction 경우를 살펴보면 단상일 때와 비교하여 단지 3.2% 

정도의 냉 성자속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보면 추후 2상 유동

에 한 열유동 해석과 mock-up 테스트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지만 2상 유동의 허

용 void fraction은 20%이내로 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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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Void fraction 영향 평가

  

  나. 단상 유동 분석

   열사이펀 루 는 우수한 성능과 양호한 자연 순환 능력을 갖는다. 열부하가 커

지면 열사이펀 루 의 찬 부분과 뜨거운 부분에서의 감속재 온도차가 더 커져 추진

력인 순환력(buoyancy force)이 더 커져 열사이펀 루  내에는 감속재의 도차에 

의해 생기는 력 때문에 감속재 유동이 발생한다. 열사이펀 루 에서 열교환기 내

부와 열교환기 출구에서의 감속재 도는 감속재 용기 내에서 가열되어 온도가 상

으로 높은 열교환기 입구 쪽 감속재 도보다 크다. 액체 열사이펀의 자연 순

환은 감속재 용기에서의 발생열이 클수록 감속재 용기를 통과하는 감속재의 유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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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다. 하나로 냉 성자원 열사이펀은 열교환기, 감속재 용기, 그리고 감속재 용

기와 열교환기를 연결하는 2개의 단열 튜 로 이루어진다. 감속재 용기는 튜 가 

상․하로 연결되어 있고 감속재가 감속재 용기 하부 튜 로 들어가 상부 튜 로 흘

러 열사이펀에 의해 순환되며 열사이펀 루 는 진공용기 내부에 놓인다.

   하나로 냉 성자원에서는 열 성자 등에 의해 열부하가 발생되는데 열사이펀 루

 내에서 순환하는 감속재의 방사열을 극 온 헬륨이 흐르는 열교환기로 냉각시켜 

냉 성자로 만들어 다. 하나로 냉 성자원에서의 열발생은 확실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재질의 물성을 고려하여 개략 으로 산출된다. 냉 성자원에서의 열은 감

속재와 감속재 용기  연결 , 성자 빔 가이드 수평 부에서의 열 성자의 포획

과 감속, 원자로 노심으로부터 핵분열 감마선과 베타선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단상의 열사이펀을 유지하려면 감속재 용기에서의 감속재 온도는 감속재 비등

과 빙  사이에서 순환되고, 발생된 열량은 소형의 열교환기 내에서 극 온 헬륨에 

의해서 제거된다. 헬륨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헬륨의 순환이 정지되어 열사이펀에 

과열이 발생하면 액체 감속재의 비등이 발생되고 더 지나치면 열사이펀 루 에 손

상이 올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비하여 헬륨의 순환 정지되는 경우에는 자동 으

로 진공용기 내부에 헬륨이 주입되어 진공용기 내부를 통하여 헬륨 블랭킷으로 열

이 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원자로도 정지되어야 한다. 열사이펀에서 감속재 순환

이 깨지는 다른 이유는 열교환기의 과냉이다. 냉동 헬륨의 온도가 무 낮아 감속

재를 빙  이하로 제열시킬 경우 열교환기 내의 튜 에서 감속재가 동결되어 고체

화되므로서 순환이 단되고 열사이펀이 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열과 과

냉에 비하여 수소 시스템의 열사이펀과 헬륨시스템에서의 용량, 출력 등에 한 

신 한 고려가 필요하다. 열사이펀 루 가 최상의 성능을 내기 해 기존의 발생열

과 극 온 헬륨 공 에 따른 루 와 열교환기의 설계계산을 필요로 한다. 열교환기

의 설계 계산은 열교환기에서의 온도차, 수소에서의 열 달계수 결정, 헬륨에서의 

열 달계수 결정, 루  냉각부의 높이 계산 등이다. 

   단상 열사이펀 루 의 열수력 해석은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러시아 PNPI에서 공

동과제로 수행한 계산 로그램을 활용하여 열사이펀 루 계통의 치수 결정에 한 

연구를 수행하 고, 열부하에 따른 헬륨과 감속재의 온도, 속도  열 달 계수 등

의 변화를 고찰하 다. 필요한 입력 자료는 감속재의 종류, 열사이펀 내 열교환기의 

형상, 감속재 용기에서의 열부하, 헬륨의 질량 유속  입구 온도, 감속재의 입구 

온도 등이 사용하 다. 열사이펀 루 의 기본사양의 치수는 열사이펀 루 의 높이, 

감속재 용기와 열교환기 사이의 2개 튜 의 직경  길이, 열교환기 직경과 높이, 

열교환기 튜 의 수, 극 온 헬륨 질량유속  온도, 최  열부하, 감속재 질량유속, 

상부 튜  속도, 감속재용기 평균온도 등이다. 열부하의 증가에 따라 액체 수소 감

속재 온도도 상승하고 열부하가 클수록 온도차, 추진력, 상승유동과 하강유동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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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 의 온도차, 감속재 유속도 역시 상승한다. 열교환기의 유동방향은 냉각효율

을 최 화하기 하여 항류유동(counter flow)으로 하 다. 열교환기에서는 감속재

의 입구온도가 가장 높고, 헬륨 출구 온도, 감속재 출구 온도, 헬륨 입구 온도 순서

로 온도가 낮아진다.

  다. 산코드를 이용한 2상 유동 분석

   CNS 자연 순환 2상 유동을 분석하기 한 방법의 하나로서, 상용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코드를 도입하기로 하 다. 이를 해 재 

사용되고 있는 상용 CFD 코드들이 CNS의 2상 유동을 어느 정도까지 실제에 가깝

게 모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한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CFD 해석을 한 기본 단계로서, 해석하고자 하는 상에 한 고찰을 통한 문

제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1.3.2는 CNS moderator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

동 상들을 나타내고 있다.  성자가 moderator를 투과하면서 발생되는 열에 의해 

moderator 내에 있는 액체수소가 비등을 일으키고, 발생된 수소가스가 moderator 

상부에 연결된 이 의 외측 을 통해 상승한다. 이 수소가스는 상부에 치한 열

교환기에서 냉각되어 응축된 뒤, 다시 이 의 내측 을 타고 moderator로 회수된

다. 이때 moderator 내 액체수소의 수 는 moderator와 열교환기 사이의 열평형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1.3.2 고려해야 할 문제 묘사



- 27 -

   CFD 해석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되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 열사이펀 루 의 유동특성

   - 열사이펀 루 에서의 압력강하

   - 정상운 상태에서 열부하에 따른 LH2의 수

   - CNS시스템 구성 시, 각 시스템 변수들이 미치는 향 측

   CFD 코드를 이용한 CNS의 2상 열유동 해석을 한 모델은 1차 모사실험 결과

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CFD 해석모델의 수립에 이러한 실험 결

과를 극 반 한다. 한 개발된 해석모델을 실험결과와 비교 평가해 으로서 신

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개발한다. 신뢰할 만한 CFD 해석모

델이 개발되면 CNS 시스템에 직 인 향을 주는 변수들의 향을 측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 인 설계변수들도 측가능 할 것으로 상된다.

   CFD 코드를 사용하여 상당부분의 유체유동  열 달 상에 한 모사  

측이 가능하긴 하지만 모든 물리  상을 완 히 고려하여 모사하기에는 기술 인 

제약이 많다. 특히 비등/응축을 포함하는 자연 류 상인 경우, CFD 코드들로 모

사 가능한 해석모델들  가장 난해한 모델들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CFD 해석모델

의 개발이 매우 난해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정의된 문제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성자가 moderator를 통과하면서 발생되는 열은 단 체 당 

발생되는 액체수소의 자체열원으로 모델링 될 수 있다.  재 사용 인 CFD 코드

들  일부는 moderator 용기 벽면에서 발생되는 pool 비등의 모사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용이 어렵다. 더구나 우리

가 사용하고자 하는 비정렬격자용 CFX 5.7은 벽면에서의 pool 비등모델이 아직 개

발되지 않았다. 이는 pool 비등 신 잠열만을 고려한 상변화를 나타내는 bulk 비등

으로 체한다. 실제 CNS 루 에서는 하부 moderator와 상부 열교환기에 의해 구

동력이 발생하여 자연 순환 유동이 발생한다. CFD 해석에서도 자연 순환을 해서

는 열교환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지만, 열교환기만을 CFD 해석하는 것도 매우 어

려운 작업이므로 열교환기까지 CFD 해석모델에 포함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

로 해석상의 효율성 측면에서 열교환기만을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독립 으로 설계

하고, 그 설계 자료에 따라 CFD 해석모델의 열교환기는 1차원 모델로 처리하는 것

이 좋을 것으로 단된다.

   CFD 해석모델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모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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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 류모델: 부력 차에 의한 자연 순환 유동을 모사

   - 상변화(액체→기체→액체) 모델: 잠열을 고려한 기화/응축의 모사가 가능

   - 이상유동 모델: 액체-기체와 같이 도차이 큰 두 유체가 혼합되어 흘러

갈 때 각각은 운동량뿐만 아니라 유체의 거동도 상이함. 따라서 이러한 

상을 고려할 수 있는 Inhomogeneous multi-phase flow model이 용 

가능해야 하며, 한 기체  고체가 동시에 상존하며 흘러갈 때 기체와 

액체 간에 운동량/열/물질을 교환하는 상을 모사할 수 있는 상간

(inter-phase) 운동량/열/물질 달 모델이 필요

   - 자유표면 모델: LH2 수  측을 측하기 한 모델로 유체의 자유표면

을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며, 수 가 주요 심사이므로 표면 트

랙킹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

   재 사용을 고려 인 CFD 코드들의 해석모델들의 용가능 여부를 표 1.3.2 

에 정리하 다. 

표 1.3.2 CFD 코드들의 해석 모델 용여부

계산모델 CFX-5 Fluent

자연 류 모델 ○ ○

잠열고려 상변화 모델 ○ ×

이상유동 모델 ○ ○

상간 운동량/열/물질 달 모델 ? ?

자유표면 모델 ○ ○

단순열교환기 모델 × ○

  라. 수조내기기 재료

   표 1.3.3는 세계 각국 연구로용 원자로의 냉 성자원에서의 감속기용기 재료와 

진공용기의 재료를 나타낸 것이다. 감속기용기 재료로는 5000계와 6000계 알루미늄 

합 이 주로 사용되었고, 일부(JRR-3M, Orphee)에서는 스테인리스강이 사용되었다. 

진공용기 재료로는 알루미늄 합 과 Zircaloy가 주로 사용되었다. 냉 성자 용기 재

료로 사용되기 해서는 성자 흡수율이 작고 감속재와의 반응성이 어야하며 기

계  성질과 온특성이 우수하고, 온 조사 환경에서 잘 견디는 물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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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3 Reactor based cold neutron sources and their construction materials

Reactor
Moderator

cell

Vacuum

Chamber
Moderator and Pressure

DIDO, Harwell ZW-1(Mg alloy) Zircaloy-2 L-H2 20K, 1.0 atm

FRJ2, Julich Al-3Mg(Al5754) Al-3Mg(Al5754) L-H2+L-D2 20K, 1.4 atm

HFR, ILL, Grenoble Al(99.5%) Zircaloy-2 L-D2 25K, 1.5 atm

DR3, RISO Al-3Mg Al-3Mg Supercritical 25-35K, 15 atm

Orphee, Saclay A286
AG3 NET

(similiar to 5052)
L-H2 20K, 1.2 atm

EL3, Saclay Al-3Mg - L-H2 20K

NBSR NIST Al6061 T6 Al6061 T6 L-H2 21.7K, 1.5 bar

HFBR, Brookhaven Al6061 Al6061 L-H2 24K, 5 atm

RRI, Kyoto A5052 A5052 L-H2 25K, 2 atm

JRR-3M, JAERI 304 s.s. 304 s.s. L-H2 20K, 1.2 atm

FRM-II,  Munich Al6061 Zircaloy-4 L-D2 20K, 1.5 atm

HFIR, ORNL Al6061 Al6061 -

    (1) 감속기용기 재료 선정

    표 1.3.3에 제시된 감속기용기로 사용된 재료들을 비교하면 Mg 합 의 경우 핵

 특성은 우수하나 HCP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온에서의 기계  성질이 떨어지

고, 수소분 기에서의 내식성이 취약한 단 이 있다. Zircaloy 합 의 경우 HCP 구

조를 가지고 있어 마찬가지로 온에서의 기계  성질이 떨어지고 한 수소취성이 

일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감속기용기로 사용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오스

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온 기계  성질과 내식성이 탁월하나 도가 높

고 열 도도가 작아서 핵발열이 크고 한 성자 흡수율이 큰 단 이 있다. 알루

미늄 합 의 경우 핵  특성이 우수하고 온 기계  성질이 상온과 다름없으며 감

속재와의 반응 가능성이 없고 조사손상이 기 때문에 가장 합한 재료로 평가된

다. 최근에 건조된 부분의 냉 성자원에서도 감속재용기로 알루미늄 합 을 사용

하고 있다.

    표 1.3.4은 표 인 알루미늄 합 인 5000계 합 과 6000계 합 을 비교한 것

으로 용 성은 5000계 합 이 찢김 항성은 6000계 합 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요한 은 조사손상에 한 항성으로 6000계 합 이 5000계 합 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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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성이 떨어지는 것은 재의 용 기술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에 감속재 용기재료로는 6061-T6 합 이 가장 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1.3.4 Comparison of properties of 5xxx Al alloy and 6061 Al alloy

Property Comparison

Mechanical properties 5xxx ≒ 6061

Tear resistance 5xxx < 6061

Weldability 5xxx > 6061

Irradiation tolerance 5xxx < 6061

    (2) 진공용기재료의 선정

   Zircaloy의 경우 진공용기에 용할 때 감속기용기 재료로서의 수소취성과 온 

기계  성질 하라는 단 은 용되지 않는다. 표 1.3.5는 진공용기재료로 용 가

능한 6061-T6 알루미늄 합 과 Zircaloy-4 합 을 비교한 것이다. HFIR에서는 

6061-T6 알루미늄 합 을 진공용기로 선정하 고, FRM-II에서는 Zircaloy-4 합

을 진공용기로 선정하 다. 

표 1.3.5 Comparison of properties of 6061-T6 Al and Zircaloy-4 

Properties

Mechanical Nuclear Nuclear Heating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

Fracture

Toughness

(MPa√m)*

Cross 

Section

(barns)
Density

(g/㎤)

Thermal 

Conductivity

at 300K

(W/mK)
σabs σs

6061-T6 309 276 16.5 16.5 0.23 1.5 2.7 160

Zircaloy-4 413 241 14 45 0.18 6.5 6.5 17

* Fracture toughness data were estimated value at the fluence of 1.5x1026 n/m
2
. The 

data are for 6060-T6 at 55℃ and for Zircaloy-4 at 100℃.

   표 1.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Zircaloy-4 합 은 6061-T6 알루미늄 합 에 비해 

항복강도는 다소 낮으나 반 인 기계  성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기의 

두께가 작을수록 성자속이 증가하므로 구조해석을 통해 진공용기의 구조강도를 

지탱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두 재질에 해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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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율을 비교하면 흡수산란단면 은 Zr이 Al에 비해 작으나 산란단면 이 크므로 

MCNP 계산을 통해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매, 가공, 용 , 비용 등의 측면에서 6061-T6 알루미늄 합 이 Zircaloy-4 합

에 비해 큰 장 이 있으므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할 때 진공용기로 6061-T6 합

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술한 바와 같이 구조해석 결

과와 MCNP 계산 결과를 두 재질에 해 비교하는 것이 요구되면 특히 Al의 경우 

핵발열은 지만 6061-T6 알루미늄 합 은 150℃이상의 온도에서 강도가 격히 

하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안 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 수조내기기 구조 해석

    감속재 용기의 내부로는 수소가 흐르고 내부압력은 1.5 atm로 유지된다. 용기

의 두께는 2 mm로 균일하며 외경이 134 mm이며 높이가 216 mm이다. 진공튜 는 

하단부에서 외부에 채워진 물의 깊이에 의한 2 atm의 수두압력이 외부에 작용한다. 

감속재 용기를 둘러싸는 진공튜 의 하단부는 반구형 캡으로 설계되었으며 상단은 

원자로 용기 로 길게 뻗어져 3.2 m의 길이를 갖는다. 진공튜 의 상부 끝단은 

되어 내부를 진공상태로 유지한다. 진공튜 의 두께는 5 mm이고 외경은 159 

mm로 설계되었다.

    (1) 감속재 용기

   감속재 용기의 응력분포  구조건 성을 검토하기 하여 2차원 축 칭 모델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1.3.3은 감속재 용기에 발생한 응력강도의 

분포이다. 최 응력 강도는 용기의 몸체와 상하부 헤드의 합부에서 발생하 다. 

  

그림 1.3.3 감속재 용기의 응력강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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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값은 불연속으로 인해 국부 으로 큰 응력이 발생한 것으로 합부 형상

의 상세설계가 필요하다. 응력 강도를 비교하기 해 용기몸체와 상부헤드의 불연

속부 단면에서 두께방향으로 계산된 국부막 응력 값은 1차 응력으로 분류되고 이 

값은 16.7 MPa로 139.5 MPa의 1.5 Sm값 보다 훨씬 작은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값은 감속재 용기의 내부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해서 유발된 응력으로 용기는 압력

하 에 하여 큰 설계 여유도를 갖는다. 최 응력 강도 값이 발생한  142에서

의 굽힘 응력은 2차 응력으로 분류되고 21.4 MPa의 응력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감속재 용기의 열응력은 20 K의 온도차를 가정하 고 이때 열팽창에 의한 열

응력의 값은 약 20 MPa로 측된다. 2차 응력에 한 허용응력강도 한계 값은 1.5 

Sm으로 최 응력이 발생하는 불연속부에 하여 굽힘 응력과 열응력을 합한 값이 

41.4 MPa로 1.5 Sm과 비교하여 작기 때문에 구조 으로 건 함을 알 수 있다. 그

림 1.3.4는 응력강도 분포의 3차원 형상이며 표 1.3.6에 감속재 용기의 응력해석 결

과를 정리하 다.  

그림 1.3.4 감속재 용기의 응력강도 분포(3차원)

표 1.3.6 감속재 용기의 응력해석 결과 (Design stress intensity(Sm): 93 MPa)

Stress

categorization

Linearized

stress  intensity

Calculated

stress intensity

Allowable

limits(1.5 Sm)
Remark

Primary

stress

Local membrane

stress
16.7 MPa 139.5 MPa

* The bending 

stresses due to the 

discontinuity are 

included in the 

secondary stress.

Secondary

stress

Bending +

Thermal stress
41.4 MPa 139.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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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공튜

   진공튜 의 최  응력강도는 그림 1.3.5에서 보듯이 진공용기 하부 캡과 하단 지

지부가 합되는 불연속 부에서 발생하 다. 이 에 해당되는 진공튜  내외부의 

번호는 4287과 166이다. 이러한 을 연결하는 선형화된 응력성분을 구하면 

최  국부 막응력의 값은  166에서 4.72 MPa로써 zircaloy-4의 Sm 값인 100 

MPa 비하여 훨씬 작으며 1.5 Sm의 응력강도한계를 만족시킴을 알 수 있다. 

그림 1.3.5  진공튜브의 

응력강도분포

     
그림 1.3.6 진공튜브의 응력강도 

분포(3차원)  

   한 이 에서의 굽힘 응력강도는 9.24 MPa로써 2차 응력으로 분류된다. 진공튜

의 열응력 값은 감속재 용기와 마찬가지로 을 것으로 측되며 진공튜 의 열

달 해석에 의하여 계산될 정이다. 정상 운 압력을 기 으로 계산된 구조물의 

응력분포는 ASME 코드의 응력강도 한계 값과 비교하 을 때 많은 설계 여유도가 

있음을 확인하 다. 표 1.3.7은 진공튜 의 응력해석 결과이며 그림 1.3.6은 진공튜

의 응력강도 분포에 한 3차원 형상을 나타낸다.

표 1.3.7 진공튜 의 응력해석 결과 (Design stress intensity (Sm): 100 MPa)

Stress

categorization

Linearized stress 

intensity

Calculated

stress intensity

Allowable

limits(1.5Sm)
Remark

Primary

stress

Local membrane

stress
4.72 MPa 150 MPa

* The bending stresses 

due to the discontinuity 

are included in the 

secondary stress.

Secondary

stress

Bending +

Thermal stress
39 MPa 15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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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진공튜 는 긴 구조의 형태이므로 좌굴해석이 요한 요건이다. 선형 탄성

해석을 수행하며 진공튜 의 구조  건 성을 유지하기 한 임계 좌굴압력 Pcr을 

구하여 좌굴 안정성을 평가하 다. 계산된 임계 좌굴압력은  2.87 MPa로써 작용압

력인 0.26 MPa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값이며 그림15의 mode 1에서 10.9의 buckling 

load factor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진공튜 에 한 좌굴 안정성은 확보된다.

그림 1.3.7. 진공튜브의 좌굴해석 결과(Mode 1)

    다) 비 해석 결과

   감속재 용기와 진공튜 의 비 구조해석이 지진하 을 포함한 Service level A 

상태에서 설계를 검증하기 하여 진행되었다. 해석에서 고려한 하 은 정상운  

의 설계압력, 지진과 열팽창이다. 상세해석은 Service level B,C,D의 설계하 이 

주어진 후에 수행될 정이다. 상세해석을 해서는 감속재 용기의 손과 cover 

가스의 과도압력 등이 사고해석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계산된 응력은 ASME 

SC-1 기기의 설계  해석요건을 만족시켰다. 한 좌굴해석에 의하여 긴 실린더 

형태의 진공튜 에 한 구조 건 성이 확인되었다.   

4.  개념 설계 결과로서의 설계 변수

   하나로에 설치될 냉 성자원의 상세설계를 수행하기 에 설계시 필요한 

technical parameter의 값을 미리 측해보기 해 세계 각국 원자로의 냉 성자원 

설비를 조사하 으며, 이들의 설계변수들을 참조하여 하나로 냉 성자원 개념설계

를 수행한 결과 냉 성자원 설계변수를 표 1.4.1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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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하나로 냉 성자원 장치의 설계변수

Item Sub-item
HANARO

(assumed)
Unit

Nominal reactor power 30 MW

Moderator fluid H2 (2 phases) -

Type of arranged CNS Vertically arranged -

Impurity of moderator
Oxygen 3.4 E-4 Volume (%)

Nitrogen 2 E-2 Volume (%)

Volume of the M/C 2.674 (H2=1.5) Liter

Volume of the inner shell in the M/C 0.98 Liter

Total volume of moderator in the thermo-siphon loop Liter

Mass of moderator in M/C 107.84 g

Temperature of the cold moderator 21.6 K

Dimension of

the moderator cell

Outer shell

Diameter 130 mm

Height 216 mm

Thickness 2 mm

Inner shell

Diameter 86 mm

Height 175 mm

Thickness 2 mm

Heat load in moderator 262.4 W

Heat load on construction material 886.3 W

Thermal flux (unperturbed) 1.25E14 W

Distance from the core center to the CNS center 519.3 n/cm2s

Distance from the OR5 to the CNS center 187.5 mm

Volume of the buffer tank mm

Pressure in the vacuum vessel 1.3E-3 m3

Pressure in the cold moderator 150 Pa

Helium properties for

refrigerator

Mass flow rate 80 kPa

Pressure 202 g/s

Tin 14 kPa

Tout 17.5 K

Expected refrigeration power 2000 K

Type of heat exchanger Shell&tube or fin&plate

Dimension of 

the heat exchanger

Length of tubes and shell 800 mm

ID of tube (OD) 12.7(13.9) mm

ID of shell 168.3 mm

ID of center tube 45 mm

Number of tube 100 EA

Thickness of shell 3 mm

Heat exchanger total length 1200∼1500 mm

Thermo-siphon scale

Height 2728 mm

Diameter of the transfer 

tube (outer tube/ inner tube)
40/ mm

Max. Heat load 1500 W

Operating range of

Thermo-siphon

Mass flow rate 2.54 g/s

Mean temp. in M/C 21.6 K

Moderator cell Material Al6061 T6 -

Pipeline Material Al6061 T6 -

Vacuum vessel Material
Al6061 T6 or 

Zircaloy-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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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로 조건 측정  분석

  가. 열부하 측정

   

   냉 성자원 설계에서 냉각해야 할 열량은 필수 인 정보이며, 냉동기의 용량을 

결정하기 해서는 냉 성자원이 설치될 하나로 CN 공에서의 핵발열량을 알아야 

한다. 원자로의 방사선장에 치한 물질에 흡수된 에 지의 부분은 열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핵발열은 감마선, 고속 성자  열 성자와의 반응에 의해 발생

되며, 발열량은 열량계  방법으로 정 하게 결정할 수 있다. 열량계는 열 으로 고

립된 물체에 남겨지는 에 지의 총량을 측정하며, 고선량 측정에 여러 가지 장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나로에 합한 열량계를 설계, 제작하여 하나

로 CN공에서의 핵발열량을 측정하 다. 이와 함께 냉 성자원 설계의 요한 변수

 하나인 CN공의 열 성자속도 Co-wire 방사화 방법으로 측정하 다. 

   열량계는 열 유동 열량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계, 제작하 다. 열량계 센서는 

실린더 형태의 Al 시료, Al 용기, 성자속 측정을 한 Al 이 , 두 개의 열

와 검정을 한 히터로 구성되어 있다. 시료와 Al 용기는 공기층으로 분리되어 있

고, 용기는 내부가 공기로 차있는 Al 슬리 로 둘러싸여 있다. 열량계의 세부 형상

은 그림 1.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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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CN공에서 발열량 측정을  그림 1.5.2 원자로출력이 1, 4  8 MW일 때  

     해 제작된 열량계의 세부 형상           CN공에서 측정된 핵발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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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에 기열을 가하는 열량계 검정 실험을 통해 조사 조건과 온도 범 에서 

열량계의 열 달 상을 모사하 으며, 히터에 공 되는 열량과 온도차 사이의 

계를 미리 결정하 다. 이러한 검정 곡선과 온도 측정값을 이용하여 원자로 출력이 

1, 4  8 MW일 때 CN 공에서의 핵발열량을 결정하 으며, 이는 그림 1.5.2와 같

다. 

   원자로 출력이 8 MW일 때, 측정된 Al 시료의 단  질량당 핵발열량은 0.143 

W/g이었으며, 30 MW에서의 발열량은 0.494 W/g으로 상된다. 원자로 출력이 8 

MW일 때, Co-wire 방사화 방법으로 측정된 열 성자속 (<0.025eV)은 2.314×10
13
 

n/cm
2
sec 으며, 30 MW일 때는 7.450×10

13
 n/cm

2
sec로 상된다. 

  나. 열부하 분석

   

   하나로에 설치될 최종 감속기 모델이 공동(Cavity)을 가진 이  실린더형 감속

기(이하 ‘cavity형’감속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감속기 모델에 한 핵 발열량을 

평가하 다. MCNP 계산을 한 노심 모델은 그림 1.5.3에 나타내었다. 감속기는 노

심 상태와는 상 없이 정상 운 되어야 하므로 최  발열량을 생성시키는 노심을 

선정하 다. 선정된 노심 조건은 노심 평균 연소도 29.41 %U-235의 평형 노심에 

여러 가지 핵연료의 조사시험이 이루어지는 OR3～6에 하나로 18  핵연료집합체가 

장 되어 있는 노심이다.

그림 1.5.3 핵 발열량 평가를 한 감속기 모델

   감속기의 알루미늄 두께가 1.2 mm인 경우에 하여 발열량을 계산하 으며 결

과는 표 1.5.1에 제시하 다. 체 발열량 증 Al으로 구성된 부분에서 69%의 열이 

발생하고 액체 는 기체의 수소에서 31%의 열이 발생한다. 알루미늄의 최  열원

은 감마선이고 수소는 성자에 의한 발열이 감마선에 의한 발열보다 크다. 발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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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감마선에 의해 생성되므로 반사체 역에서 98% 정도의 열이 발생한다. 

축방향 발열량 분포를 노심 내 핵연료의 선출력과 같이 그림 1.5.4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반사체 역에서 부분의 열이 발생한다. 축방

향 발열량 계산은 발열이 거의 없는 역까지 고려하 다.

표 1.5.1  각 부분에 한 핵 발열량 계산 결과

   Classification

Component

Specific heating rate (Watt/g) Heating rate (Watt)

Neutron Gamma Beta Sum Mass Heating

outer shell 0.0034 0.4238 0.1503 0.58 360.6 208.2

Cavity 0.0039 0.4786 0.2389 0.72 127.1  91.7

Tube 0.0019 0.2264 0.0857 0.31 422.2 132.6

LH2(outer shell) 0.9828 0.9482 - 1.93  87.5 168.9

GH2(cavity) 0.8607 0.7782 - 1.64   2.4   4.0

LH2(tube) 0.5243 0.4580 - 0.98  9.8  9.6

Others              - 661.4 13.9

Total - - - - 1670.9 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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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 핵 발열량의 축방향 분포

   Al에 한 발열량 측정은 30MW 출력 노심인 32-2주기에 이루어졌다. 발열량 

측정은 여러 가지 조사물이 장 된 실제 운  노심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측정된 발

열량을 계산으로 평가하기 해서는 발열량에 향은 주는 모든 노심 구조물을 고

려하여야 한다. 그림 1.5.5는 발열량 측정을 평가하기 해 모델링한 발열량 측정 

장치의 일부분이다. 발열량 측정값에 비해 계산 값이 15.3%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발열량뿐만 아니라 Co wire의 반응률을 측정하 는데 측정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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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오차는 +1.1%로 매우 잘 일치하고 있다. 발열량의 계산 값의 불확실도를 측정

값에 의해 평가함으로써 이를 용하여 냉동기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림 1.5.5 발열량 측정의 평가를 한 계산 모델

  다. CN공 형상 정  측정, 경수 필름 측정

   하나로 냉 성자원이 설치될 CN 수직공은 내경 160mm로 설계되었으나 수평빔

튜 의 용 과정에서의 심한 변형으로 인하여 굽게 되었고 이에 내경을 가공한 바 

있다. 그리고 잔류응력제거를 한 열처리, 설치하 , 운 하 , 10년 운 동안의 

성자조사 등으로 인하여 형상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냉 성자원이 최 의 이

득을 얻기 해서는 진공용기와 CN공 사이의 경수층 두께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서 재의 CN공의 치수를 정확히 알고 이에 알맞은 진공용기를 설계하여

야 한다. 따라서 1차년도에 CN공 형상 측정 장치의 개발과 측정 작업을 수행하

고, 2차년도에는 측정결과를 상세히 분석하여 진공용기의 최  설계치수와 설치 방

법을 제안하 다. CN공 형상에 한 분석결과와 제안된 진공용기의 치수  최  

설치방안은 다음과 같다. 

   측정결과 CN 수직공의 최소직경은 156.71-156.82mm 사이에 있고 그 치는 빔

튜  nose 심에서 33mm 상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CN 수직공의 직진

도를 고려하면 넣을 수 있는 직 의 최 직경은 156.49-156.60mm 사이에 있다. CN 

nose 부분에서의 경수 두께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가능한 큰 직경을 가진 진공용

기가 좋으나, 제작공차  설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최소 직경 부분에서 0.5mm 

정도의 유격을 갖도록 직경 156.0mm의 직 이나, 수평 빔튜  역에서 최 직경

이 156.2mm 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1mm 정도 작은 단차 으로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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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e 부분에서 경수층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진공용기가 빔튜  nose 쪽으로 

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경 156.0mm의 이 빔튜  쪽으로 하

도록 설치했을 경우에 nose 부분에서의 경수층 두께의 분포는 그림 1.5.6과 같은 결

과를 보 으며 체 역의 85% 정도가 0-0.25mm, 5%가 0.25-0.5mm, 10%정도가 

0.5-1.5mm가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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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CN Beam Nose에서의 경수층 두께

   

   진공용기의 하부핀과 상부핀을 편심 설계할 수도 있지만 설치/제거가 원활히 되

기 해서는 억지끼움으로 편심시키는 것보다는 스 링의 힘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어서 편심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진공용기의 고정방법은 설치와 보

수용이성은 물론, 제작치수의 공차와 운  의 길이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림 

1.5.7과 같이 진공용기의 앙지 인 침니 랜지에서  수평과 수직으로 완 히 고정

하고 진공용기의 상부와 하부는 수평하 만 지지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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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7 진공용기 설치 방안  경계조건

6. 감속재 용기  수조내기기 기본설계

  가. 감속재 용기  수조내기기 핵공학 설계 

    (1) Brightness 계산 체계 수립  감속재 용기 형태 선정

   냉 성자원의 성능을 평가하고 외국 냉 성자원과 비교, 평가하기 하여 

Brightness 개념을 도입하 으며 그 계산 체계를 수립하 다. Brightness는 냉 성

자 유도  입구에서의 단  장 당 단  입체각 당 성자속으로서 유도  임계각

보다 작은 각도로 유도 으로 비행하여 들어오는 냉 성자속을 일컫는다.     

   액체 수소의 ortho-para 비율에 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21.8K 정도의 온도에

서 ortho-para 수소의 비율은 50∼65%의 para 수소일 것으로 상된다. 이  실린

더형 감속재 용기에서 수소의 ortho-para 비율을 100% para 에서 50% para로 그 

비율을 변화시켰을 때 그림 1.6.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5meV이하의 냉 성자 

Brightness가 27%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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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감속재 용기 형태 선정 그림 1.6.2 cavity형태 감속재용기

   이  실린더 내부 실린더의 형태를 그림 1.6.2와 같이 빔튜  방향으로 cavity를 

갖는 형태로 변형하 을 때 냉 성자 Brightness가 22%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  실린더의 경우 정한 두께의 액체 수소층을 통과하며 감속된 냉

성자가 빔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다시 액체 수소층을 만나면서 upscattering과 

흡수되는데 반하여 cavity 형태의 경우는 빔튜  방향으로 cavity를 가짐으로 인하

여 생산된 냉 성자를 모두 빔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형태이다. 재 최

으로 단된 감속기 형태는 cavity 형태이며 반경 방향 두께는 최  3cm이며 체 

높이는 25.73cm이다.

  

    (2) 냉 성자속 극 화를 한 노심변경 안 도출  향 평가

   원자로 노심의 구성과 제어  치에 따라 냉 성자속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기 하여 다음 표 1.6.1과 같은 경우에 외부노심의 구성과 제어 의 치를 변경하

며 계산하 다. 

표 1.6.1 노심 구성과 제어  향 평가

case 1. OR5-Al Plug, OR7, 8-fuel, OR6-Al dummy,       case 2. OR5, 7, 8-fuel, OR6-Al dummy,

case 3. OR5, 7-fuel, OR6, 7-Al dummy,       case 4. 제어  C2 인출,       case 5. 제어  C2 완  삽입

기준 노심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냉중성자속

(5meV 이하)
0 +5.4% +11.9% +5.4% -2% -14.2%

   기  노심은 외부노심에 모두 Al dummy가 장 되어있는 기 노심이며 냉 성

자속을 최 로 얻고자하는 목 에서는 OR 5, 7, 8에 핵연료를 장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고 냉 성자원에 가장 가까운 OR공인 5, 7, 8번의 향

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단하면, 추후 냉 성자원을 가동하기 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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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의 노심 리와 OR공의 사용에 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3) 감속기  진공 용기 두께 향 평가

   냉 성자원의 감속재 용기와 진공 용기를 제작하는 재질은 Al 6061이다. Al 

6061의 두께 변화에 한 냉 성자속의 변화를 평가하기 하여 감속재 용기와 진

공 용기의 재질 두께를 각각 변화시키면서 분석을 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1.6.3, 

1.6.4에 각각 정리하 다.

  그림 1.6.3, 1.6.4와 같이 냉 성자속은 Al 6061의 두께에 하여 거의 선형 인 

증감의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υ 로 일정한 cross section 역에

서, 두께에 하여 성자 반응률이 선형 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감

속재 용기의 경우 Al 6061 1mm당 냉 성자속 변화율은 3.26%라고 할 수 있으며 

진공 용기의 경우는 1mm 당 2%의 변화율을 갖는다. 설계 기  사고와 제작성을 

근거로 재 감속재 용기의 경우는 1mm∼1.2mm, 진공 용기의 경우는 5∼8mm 두

께를 고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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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3 감속재 용기 두께별 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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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4 진공 용기 두께별 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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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열교환기 차폐 계산

그림 1.6.5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 설치 상도

   냉 성자 수직공은 수로 채워진 반사체에 치해있으며 그 안에 진공용기, 배

, 열교환기 등으로 이루어진 수조내 기기가 그림 1.6.5와 같이 설치된다. 

   수조내기기 상부로 진공, 수소, 헬륨 배 이 빠져나가며 이러한 배 은 방사선이 

흘러나가는 통로를 제공한다. 수조내 최하 랫폼인 EL6.48 m까지 수조수를 배수하

여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종사자에 한 방사선 피폭이 기  이하로 충분히 낮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조내기기 상부에서 빠져나간 배 은 수조 라이  쪽으

로 휘게 되고 수조내기기 상부로부터 EL 6.48m 수 까지는 2 m 이상의 수조수가 

차폐체 역할을 하여 방사선 피폭은 기  이하일 것으로 단된다.  

  나. 감속재 용기의 제작성 검토

    (1) 감속기 용기의 제작 상세설계 

   감속재 용기의 핵공학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하 으며 제작성, 구조건

성, 수소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용기의 두께, 곡률반경, 용 형태, 용 부 를 상세설

계 하 다. 

   감속재 용기의 외부 형태는 하나로 반사체내 CN공의 냉 성자원에서 빔튜 로

의 최  냉 성자를 생산하기 해 그림 1.6.6, 1.6.7과 같이 이 실린더 형과 

Cavity 형의 두 가지 형태로 설계하 다. 용기의 두께는 이 실런더 형에서 

1.2mm(t)로 제작하여 1.0mm(t)의 용기 제작이 가능성을 보았으며 Cavity 형은 두께

를 1.0mm(t)로 설계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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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7 Cavity형 감속재 용기 제작도면(HAN-CP-DW-MM-311-05-100)

   감속재 용기와 같은 실린더 형의 용기 형태는 핵공학 인 측면으로 볼 때 상부, 

하부의 구조가 직각일수록 냉 성자속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다. 상부, 하부의 구조

가 직각이 되면 용기가 얇기 때문에 구조 인 면에서 불리하고 수소의 유동 인 면

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1∼2%의 냉 성자속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곡률을 주어야만 

한다. 상부는 모서리 부분과 감속재 용기와 연결되는 액체 수소 이동배  부 에 

각각 곡률을 주어 유동성을 고려하 으며 하부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설계하 다. 

타원은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정의하는데 횡방향은 용기의 폭으로 결정하 으며 종

방향은 핵공학  계산 결과에 의해 10∼25mm가 당하므로 가공성  냉 성자속

의 최소 감소를 하여 높이를 17.0mm로 설계하 다.

   감속재 용기의 형태는 구조상 몇 개의 제작품으로 나 어지며 용 부 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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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몸체와 상부의 구조를 가지는 용기로 설계하 다. 몸체와 상부의 연결법은 

용기의 기 , 질량 감소의 이유로 용 법을 선택하 으며 용기의 두께가 얇아서 용

 시 용입의 깊이가 얇고, 에 지 집도가 높고, 산화의 험이 은 자빔 용

으로 결정하 다. 용 부 는 상부와 몸체의 연결부 에 상부의 살을 몸체의 내경

에 용기의 두께만큼 덧붙여서 설계하 으며 이는 용  시 용 부 의 두께보다 두

껍게 용 이 되도록하여 용 의 견고성  조립성을 높 다.

    (2) 감속기 용기의 제작

   감속재 용기의 특성상 용 의 횟수는 매우 요하다. 일반 인 압력용기를 제작

하기 해서는 2∼3 부분의 용 이 필요하다. 감속재 용기는 한 부분의 용 부분을 

가지게 설계되었으며 보통 벤딩과 싱으로 가공되는 방법을 택하는 신 삭을 

하는 방법으로 가공되었다. 용기의 두께를 제외한 내, 외경을 가공해야 하 으며 두

께가 얇아서 가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가공방법은 그림 1.6.8과 같이 우선 내경

을 정 히 가공한 후 내경에 하는 간이 치구들을 보강하여 외경 가공 시 용기

의 진원  원통도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 으며 표면의 정 도를 좋게 하기 해 

고속으로 가공하여 용기의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그 제작 형상은 그림 1.6.9와 같다.  

   

        그림 1.6.8 Cell 제작 Jig           그림 1.6.9 제작된 감속재 용기의 형상

    (3) 감속기 용기의 제작성  건 성 평가 

   1.2mm(t) 이  실린더형 감속재 용기의 제작성  건 성 평가를 표 1.6.2와 같

은 항목으로 시험  검사 하 으며 결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 1.0mm(t)로 제작 

가능 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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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2 감속재 용기의 시험, 검사항목  결과 

시험, 검사 항목
시험, 검사 

결과
시험, 검사 보고서

치수검사 OK

G05-02-0001(HAN-CP-DW-MM-311-04-102)

G05-02-0002(HAN-CP-DW-MM-311-04-103)

G05-02-0003(HAN-CP-DW-MM-311-04-101)

방사선투과검사 OK YS-DW-RT-05011

액체침투탐상검사 OK YS-DW-RT-050513

기 시험(1.5kgf/㎠) OK HAN-IC-DD-SP-05-004

내압시험(3.0kgf/㎠) OK HAN-IC-DD-SP-05-005

내압시험(5.0kgf/㎠) OK HAN-IC-DD-SP-05-006

미세조직시험 OK HAN-MC-MM-310-05-007

상온인장시험 OK HAN-MC-MM-310-05-008

극 온인장시험 OK HAN-MC-MM-310-05-008

    (4) 감속기 용 부 미세조직 조사

   시험 제조된 감속기의 용 부를 심으로 가로 10mm, 세로 15mm 크기로 방  

가공한 시험편을 만들어 용 부 미세조직을 분석하 다. 단된 시편은 미세조직 

찰을 하여 마운 을 하 고, 연마 후 5wt%의 NaOH 용액에 30 간 에칭을 실

시하 다. 미세조직 찰은 사 즈를 장착한 카메라와 학 미경을 이용하 고, 

열 향부(HAZ, Heat Affected Zone)의 향을 분석하기 하여 Vickers 경도를 측

정하 다. 

   그림 1.6.10은 사 즈를 장착한 카메라로 촬 한 용 부의 매크로 조직 사진이

다. 용 부의 폭은 약 3mm 정도로 균일하게 나타났고, 용 부의 심부부터 빗살

모양의 응고조직이 찰되었다. 한 매크로 조직상으로는 열 향부 조직은 찰되

지 않았다. 그림 1.7.11은 학 미경으로 찰한 미세조직 사진으로 용 부 심은 

결정립이 크고, 모재와 가까운 용 부에는 결정립이 작아진 것을 보여 다. 한 미

세 기공 등의 용 결합도 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매크로 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열 향부를 나타내는 조직은 찰되지 않았고, 용 부 체에서 응고조직만이 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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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0 감속기용기 용 부의 매크로 조직

그림 1.6.11 감속기용기 용 부의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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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2 용접부의 Vickers 경도 측정 결과

    그림 1.6.12은 용 부 심에서부터 250-500㎛ 간격으로 Vickers 경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1.6.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용 부를 경계로 경도값이 격

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열 향부의 존재에 따른 경도값의 하는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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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미세조직 분석과 경도 측정결과 열 향부는 나타나지 않았고 존재하더라도 

극히 좁은 역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 감속재 용기  수조 내부 기기 유동특성 계산

    (1) 수조내기기 형태 평가

   수조내기기의 형태는 열교환기의 치에 따라서 그림 1.6.13과 같이 두 종류로 

분류되는데, 열교환기가 반사체 상부 에 치한 형태를 일체형 수조내기기 그리

고 유지보수가 편리하게 감속재 용기로부터 긴 이  으로 연결되어 수조 벽면에 

열교환기가 부착된 형태를 분리형 수조내기기로 일컫는다. 수조내기기 형태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은 감속재용기와 열교환기를 연결하는 이  에서 감속재 

흐름에 의한 마찰손실, 방사화 역에서 열교환기의 건 성에 한 향, 열교환기

의 유지 보수의 필요성 등이 있다. 하나로 냉 성자원의 경우, 열교환기의 수명은 

운 기간동안 열교환기 유지 보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설계할 정이며, 반사체 

상부의 방사선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감속재용기와 가까운 치에 열교환기를 설치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단된다. 한 이  내에서 감속재의 흐름에 의해 발생

되는 마찰손실은 이 의 길이에 비례하므로 수조내기기의 형태는 이 의 길이

가 짧고 취 이 용이한 일체형으로 선정하 다. 

그림 1.6.13 수조내기기의 두 가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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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열교환기 설계 계산 

   열교환기의 형태는 설치 시 요구 면 , 열교환기 내의 오염(fouling) 항, 유지/

보수의 용이성,  국내 제작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shell and tube 형 열교환기로 선

정하 다. 열교환기의 열성능 설계 계산은 재 리 상업 으로 이용되고 있는 

HTRI와 HTFS 로그램에 의해 수행하 으나, 본 로그램이 상온  고온 역

에서의 용량 열교환기의 설계 시 사용된다는 단 을 충족시키기 해 열교환기 

내의 유체의 압력강하  온 역에서 사용되는 상 계식을 사용하여 총 열

달 계수를 계산하여 상용화된 로그램에 의해 나온 결과를 비교 해석함으로써 열

교환기 설계 계산을 수행하여 표 1.6.3에 정리하 다.  57%의 설계 여유도를  가지

고 설계된 열교환기의 각 부분의 치수  열교환기의 shell 측  tube 측의 유체의 

운 조건을 정리하여 표 1.6.4에 나타내었다.

표 1.6.3 열 달 계수  압력강하

Tube side Tube wall Shell side

Heat transfer 

modes
Film condensation Wall conduction Forced 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1431.87 [W/m

2
-K] 167 [W/m

2
-K] 729.26 [W/m

2
-K]

Pressure drop 23.5 [g/cm-sec
2
] 59,424.6[g/cm-sec

2
]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517.48 [W/m

2
-K] Heat transfer area 0.0264 [m

2
]

Tube length 0.496 [m]

Design Margin 57 %

표 1.6.4 열교환기 치수, 1차  2차측 주요 유동 변수 

Shell side Tube side

Inlet Outlet Inlet Outlet

Fluid Gas He Gas He Gas H2 Liquid H2

Temperature 14 K 16.5 K 21.6 K 20 K

Pressure 2 atm ～2 atm 1.5 atm 1.5 atm

Mass flow rate 80 g/sec 2.5 g/sec

Shell Center tube Tube

Diameter 127 mm Type Plain Plain

Baffles-cross 10 Number 1 16

Type Single segmental Diameter 35 mm 17 mm

% Cut 15 Length 780 mm 780 mm

Material Al 6061-T6 Pitch 23.81 mm 30 degree

Total length 1000 mm Total Heat load 110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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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공도  진공두께가 열 달에 미치는 향

   22K의 액체수소를 담고 있는 냉 성자원 감속재용기는 극 온 유지를 한 단

열환경을 만들어 주기 해 진공용기로 감싸져 있다. 진공단열은 고온부와 온부 

사이의 류에 의한 열 달은 막아주지만, 완 진공이 아니면 진공공간에 존재하는 

자유분자에 의한 열 달은 존재한다. 자유분자에 의한 열 달은 진공도에 따라 변

화한다. 한 고온부와 온부 사이의 거리도 자유분자에 의한 열 달에 향을 미

친다.  

   진공도  진공두께가 열 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두 개의 무한 평

행평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유분자에 의한 열 달량을 진공도  두 평 사이 거

리(진공두께)를 변화시켜 가면서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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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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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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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10 100 1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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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14 진공도  진공두께의 향         그림 1.6.15 임계 진공두께 

   그림 16.14는 진공도와 진공두께가 열 달에 미치는 향을 보여주고 있다. 진공

도가 높을수록 진공두께가 클수록(고온부와 온부의 거리가 멀수록) 열 달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진공도가 높아지면 진공두께에 상 없이 진공도

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공두께는 Kn수 10이하가 되는 거리가 되어야만 열

달 감소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림 1.6.15에서 보여주고 있다. 두개의 무한평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사  기체분자 도에 의한 열 달량을 고려할 때, 자유분자

에 의한 열 달이 복사 열 달량의 1% 수 이 되기 해서는 진공도가 1×10-5 torr

정도에 도달해야하며, 기체분자 도에 의한 열 달량의 1% 수 이 되기 해서는 

2×10-6 torr에 도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헬륨냉동기 이상에 의한 기상태에서 냉 성자원 감속재용기의 온도상승 

   만약의 경우 헬륨냉동기가 고장을 일으켜 극 온 헬륨을 공 하지 못하면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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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원은 더 이상 운 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원자로는 계속 가동 이므로 

알루미늄 재질의 감속재 용기는 핵발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알루미늄은 온도가 150℃를 넘어서게 되면 재료물성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므로 이

를 방지하기 해 진공용기에 헬륨기체를 주입하여 자연 류에 의해 150℃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도 냉 성자원이 헬륨냉동기

가 고장 나더라도 정온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지 측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

를 해 상용 CFD코드인 CFX를 사용하여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 다. 

        

 (a) 100%(30MWth)  (b) 50%

           

   (c) 25%    (d) 10%

그림 1.6.16 하나로 운  출력 비 감속재 용기 온도 분포

   해석결과 원자로 출력(30MWt)에서는 감속재 용기의 최고온도가 740℃까지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공용기에 헬륨가스를 주입하여 자연 류로 감속재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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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하여 정온도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정온도로 유지 

가능한 조건을 찾아보기 해 원자로 출력 비 50%, 25%, 10%에 해서도 해

석을 수행하 다. 각 운 조건에서 감속재 용기의 온도분포와 최고 상승온도의 변

화가 그림 1.6.16과 1.6.17에 각각 보이고 있다. 원자로 출력이 50%나 25%로 감소하

여도 감속재 용기의 최고온도는 각각 390℃, 210℃에 도달했지만, 10%까지 감소하

게 되면 최고온도가 110℃정도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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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7 하나로 운  출력 비 감속재 용기 최  온도 변화

    (5) 구조해석을 한 열과도 온도분포 해석

   감속재 용기 재질에 해 계산된 발열량을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감속재 용기 

구조물에 한 해석모델을 개발하고 열 달 모사  온도분포 계산을 수행하 다. 

온도분포 계산은 다른 연구로에서 감속재 온도분석에 사용된 이 있는 열 달 해

석 산코드인 HEATING7.3 코드를 사용하 다.

    이  실린더형 감속재 용기와 배 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동 상은 방사선에 

의해 발생되는 열에 의해 액체수소가 비등을 일으키고, 발생된 수소가스가 감속기 

상부에 연결된 이  의 외측 을 통해 상승한다. 이 수소가스는 상부에 치한 

열교환기에서 냉각되어 응축된 후 다시 이 의 내측 을 따라 감속기로 회수된

다. 이때 감속기 내의 액체수소의 수 는 감속기와 열교환기 사이의 열평형에 의해 

결정된다. 

    이  실린더형 감속재 용기를 하여 2차원 선 칭 HEATING7.3 계산모델을 

개발하여 감속기의 구조해석에 직 인 향을 주는 온도분포를 모사하고 측하

다. 계산모델은 31개의 역으로 이루어지고, 모델의 체 노드 수는 약 33,000 

개로 구성되었다. 한 5종류의 구성 재질들 가운데 4종류의 재질들에 해서 계산

된 발열량을 용하 고 온도계산은 과도상태 조건을 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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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ING7.3 코드를 사용하여 열 달 상에 따른 온도분포 모사  측이 

가능하지만 모든 물리 인 상을 완 히 고려한 온도분포 모사하기에는 기술 인 

제약이 따른다. 특히 비등/응축을 포함하는 자연 류 상인 경우, 온도분포를 측

하기 해서는 난해한 해석 모델이 요구되며 실제 감속기내의 액체수소의 수 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한 감속재 용기 벽면에서 발생되는 pool 비등이 고려된 온

도분포 모사는 실제로 어려운 작업이며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정의된 

문제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고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문제를 단순화해야 한

다.

    수행된 업무로서 2차원 계산모델에 의한 온도분포 계산결과는 실제의 설계조건

에 비해 다소 큰 온도 값을 측하고 있으나 지속 인 계산모델의 개선과 검증을 

통하여 최종 목표인 3차원 계산모델 개발에 의한 감속재 용기 내에서의 온도분포를 

정확하게 측하는 것이다. 재 개선해야하는 문제들은 자연 순환 시 감속재 용기 

내에서 액체수소  수소가스의 분포  액체수소의 수 , 기화  응축을 고려한 

상변화 등으로서 액체수소의 거동으로 인하여 체 온도분포에 미치는 향이 충분

히 고려되어야 한다. 

  라. 수조내기기 배치  지지구조 설계, 연결 배  설계

   수조내기기는 그림 1.6.18과 같이 진공용기 내에 열교환기, 수소 배 , 냉동기

(He) in & out 배 , 감속재 용기, Transfer Tube로 구성되어 있다. 진공도 도달을 

해 진공용기와 부품들과의 간격을 최소 5.0mm 이상으로 배치하 다. 부품의 설

치와 내부 건 성을 해 4개의 Spacer를 설치하 으며 Spacer는 진공용기의 내부

형상과 동일하게 설계 되었으며 진공용기의 상부 랜지에 지지구조를 가지게 설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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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내기기 내부형상

수조내기기 지지 Spacer

그림 1.6.18 수조내기기 내부 구조  지지 Spacer

  마. 구조해석

   감속재 용기는 냉 성자속이 어들지 않도록 강도 허용치를 만족하는 범  내

에서 두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진공용기는 감속재 용기의 손과 수소

와 산소의 반응 등에 의한 고압 하 에 견디도록 설계해야 한다. 감속재 용기  

진공용기에 한 상세해석은 열수력 해석을 통한 하 이 결정된 후에 수행할 정

이다. 감속재 용기와 진공용기의 재질은 모두 Al 6061-T6 합 이다. 이들에 한 

설계는 통상 3등  기기에 한 ASME Section III의 ND를 용하지만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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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Section III, NCA-2134 규정에 의해 ASME Code Case N-519  NB를 사

용하기도 한다.

    (1) 하 조합 

    구조물에 용하는 하 은 통상 정상운 (NO: Normal Operation)하 , 비정상 

운 하 , 사고하   시험하  등으로 분류된다. 진공용기의 구조 건 성을 평가

하기 해서는 정상운 , 2차 정지계통 운 , 수압시험  수소 출에 따른 폭발 압

력 등을 고려해야 하며, 부가 으로 지진  열팽창 하 을 고려해야 한다.  해석에 

필요한 하 조합은 표 1.6.5에 나타냈다. 하 조합 시 지진하 은 가장 심한 하  

조건인 최 압력 하   최  열하 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수 으로 가정

했다.

표 1.6.5 하 조합

No. Content

Load Cases

Service
level

Pressure
design
load

Temp.
SSS*
action

Aluminum
growth

ten years

Seismic
event

Pressure
during

detonation

Own
weight

1
Design load

O O O O A

2
Detonation
& seismic

event
O O O O O C

3
Hydrostatic

 test
O O B

* SSS: Second Shutdown System without primary cooling system

    (2) 수조내 압력용기의 응력해석

   감속재 용기에서 최 응력 강도는 용기의 몸체와 상하부 헤드의 합부에서 발

생했다. 이 부 에서 두께방향으로 계산된 일차 국부 막응력 값은 16.7 MPa로 Al 

6061-T6 재료의 허용치인 144.8 MPa(1.5Sm) 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다(그림 

1.6.19). 한 1차  2차 응력강도 계산치는 41.4 MPa로 계산되어 허용치인 289.5 

MPa (3Sm)보다 상당히 작게 나타났다. 본 해석 결과는 감속재 용기두께가 2mm인 

경우의 결과이며 향후 상세해석을 통해 감속재 용기의 두께를  최소화시켜 나갈 

정이다. 

   방사선에 의해 진공용기에서 발생되는 열은 진공용기 외부의 물의 순환에 의해 

제거되며 외부에 채워진 물로 인해 2기압 (atm)의 수두압력이 작용한다. 진공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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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속재 용기의 손과 수소 설에 따른 폭발 시에도 원자로에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압력경계로서 작용해야 한다. 

   본 해석에서는 폭발압력이 30기압  60기압으로 가정하는 경우에 해 진공용

기의 구조 건 성을 평가했다. 폭발압력이 30기압인 경우 일차 막응력은 표 1.6.6에 

나타낸 바와 같이 48.3 MPa로 계산되어 모재 부 의 일차응력강도 허용치(Sm)인 

96.5MPa (용 부는 55.2MPa) 이내로 나타났다. 방사선 발열에 의한 열응력은 50K

의 온도차를 가정했을 때 열응력은 약 80.5 MPa로 계산되어 허용치인 289.5MPa보

다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5mm의 두께를 갖는 진공용기 구조물은 내압  열하

에 해 건 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모재에 한 평가결과이

며 구조물에 용 이 용되면 Sm 값이 96.5MPa에서 55.2MPa로 크게 떨어지기 때

문에 용 부가 도입될 경우 주의가 요망된다.)

표 1.6.6 진공용기 응력해석 결과

Stress

categorization

Detonation 

pressure

Calculated

stress intensity

Allowable

limits

Primary stress
30 atm 48.3 MPa 96.5 MPa

(Sm)60 atm 96.7 MPa

Primary +

Secondary stress

30 atm 130.3 MPa 289.5 MPa

(3Sm)60 atm 180.2 MPa

*진공용기의 Sm 값은 모재부분의 값을 사용함

  (용 부 용시 Sm=55.2MPa로 어듦)

   폭발압력이 60 기압인 경우의 해석 결과는 표 1.6.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차 막

응력은 96.7 MPa로서 허용치인 96.5MPa을 약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차  

2차 응력강도 계산치는 180.2MPa로 허용치인 289.5MPa보다 작게 나타났다. (본 해

석에서는 진공용기 단면 에 고르게 60기압이 작용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실제 

폭발 경우보다 보수 으로 설정된 하 에 해 해석을 수행했다.) 그런데 그림 

1.6.20에서와 같이 진공용기 하단 반구형 부분에 해서는 응력집 이 발생하기 때

문에 3차년도에는 이를 완화시키기 한 구조변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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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9 감속재용기의 응력강도분포

그림 1.6.20 진공용기의 응력강도 분포(30기압) 

    (3) 피로  괴평가

   감속재용기와 진공용기에 해 설계수명기간 동안 반복 응력  발생횟수를 고

려하여 피로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향후 설계 운 과도가 설정 되는 로 

ASME(Section II 는 Code Case N-519)의 피로곡선 데이터를 이용한 피로손상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괴건 성 평가 에서 감속재용기  진공용기는 방사선 조사를 받으면 

강도는 증가하지만 인성(toughness)  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성 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한 방사선 조사에 의해 이들 구조물은 단

(rupture)에서 취성 괴로 손 모드가 바 게 된다. 이들 구조물에 한 과도하

이 결정되면 손상평가선도(FAD: Failure Assessment Diagram)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 미국의 A.P.I (American Petroleum Index) 평가 차를 따라 괴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다. API 차에서 고려하는 계수(factor)로는 설계에 해서는 1.6, 임계 균

열길이에 해서는 1.4, 인성에 해서는 1.4의 값을 사용하고 있다. 

   한 감속재용기에 해 단 설(LBB:Leak Before Break) 평가가 필요하지

만 여기서도 아직 운 과도 조건이 비되어 있지 않아 평가는 향후에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LBB 평가에서는 순간 단이 발생하기 이 에 설이 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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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해석결과 설발생이후 단 까지 충분한 검사시간

이 있다면 LBB 개념을 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비용 감 효과와 구조 단순화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 일반 으로 구조물이 성자 조사를 받으면 조사취화에 따

라 격하게 균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구조물에 해 LBB 평가를 수행하

는 것이 요구된다. 운   LBB
1)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 에 해서는 Mass 

spectrometer를 설치하여 설을 감시할 수 있다. 구조설계에 가동  설감시가 

가능하도록 센서배치를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현 단계에서는 진공용기에서 누설 전에 양단순간파단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원주방향 균열 및 축방향 가상 균열 고려시) 향후 과도하중이 

결정되면 LBB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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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속재 용기  수조내기기 상세설계

  가. 감속재 용기  수조내기기 핵공학 설계

    (1) D2 냉 성자원 가능성 악

   연구용 원자로의 냉 성자원으로 액체 수소뿐만 아니라 액체 수소도 감속재로 

사용하고 있다. 액체 수소를 사용할 경우 액체 수소보다 감속재 용기가 커야하는 

단 이 있지만, 냉 성자 역에서 액체 수소보다 낮은 성자 흡수 단면 으로 인

하여 장 장의 냉 성자를 얻을 수 있는 이 이 있다. 하나로 냉 성자 수직공은 

직경이 160mm로써 액체 수소를 이용한 감속재 용기를 설치하기에는 크기의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냉 성자 수직 공뿐만 아니라 냉 성자 빔튜 에 수평형 감속재

를 설치하는 방법을 통하여 액체 수소를 이용한 냉 성자원의 타당성을 악하

다.

 그림 1.7.1에 액체 수소 감속기와 20cm 두께의 액체 수소 감속기의 

brightness를 비교하 다. 4Å이상의 체 냉 성자속은 액체 수소 감속재가 약 

23.7% 정도 높으며 4~7Å 사이에서는 액체 수소 감속재가 29.3% 높다. 9~13Å의 장

장 역에서는 액체 수소 감속재 용기가 37.9% 정도 높은 냉 성자속을 생산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액체 수소를 사용하는 수평형 감속재 용기의 가능

성은 산란 장치의 요구하는 장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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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1 액체 수소와 액체 수소 감속재의 brightness 비교

    (2) 감속재 용기 void fraction 향 평가

하나로 CNS는 two-phase 유동을 하며 감속재 용기에서 생성되는 핵발열을 제

거한다. Two-phase 유동이므로 감속재 용기 내에 bubble이 생겨 감속재의 최 화

된 두께에 (-)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감속재 용기 내의 void fraction 향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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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해 void가 감속기 내부에 균일하게 생성된다고 가정하고 10%씩의 void 

fraction 변화 간격에 맞추어 체 감속재의 도를 낮춰주면서 계산하 고, 결과를 

그림 1.7.2에 정리하 다.

그림 1.7.2에서와 같이 20%의 void일 때는 냉 성자속이 2.7% 감소하 으며, 

30% void일 때는 7.6% 감소하 다. 그 이상의 void fraction에서는 냉 성자속이 

10%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값을 살펴보면 핵공학  입장에서는 최소

한 30%이하의 void fraction을 가져야 하겠으며, 가능하다면 20%이내의 void 

fraction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일 것으로 단되었다.

그림 1.7.2 void fraction 향계산

    (3) 경수필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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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3 경수필름 효과        그림 1.7.4 Φ=156.6mm일때 경수필름 두께

냉 성자공 내벽과 진공용기 사이에는 경수가 채워져 경수필름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경수필름의 두께가 무 두꺼우면 경수의 큰 성자 흡수단면  때문에 냉

성자속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경수필름의 두께에 따른 냉 성자속의 변화

를 평가하여 결과를 그림 1.7.3에 정리하 다. 계산결과 경수필름의 두께가 0.5mm

일때 냉 성자속은 약 23.5% 감소하 고, 1mm일때 약 40% 감소하는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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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경수필름의 두께를 최소화 하기 해 진공용기의 직경을 156.6mm로 하

여 빔튜 에 착시키면 그림 1.7.4와 같이 빔튜 와 하는 부분의 경수필름 두께

가 0.25mm이하로 유지되었다.

    (4) 감속재 용기 상부 수반사체 효과 분석

냉 성자원 감속기의 냉 성자속을 증가시킬 목 으로 감속재 용기 상부에 수 

반사체를 설치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 다. 수 반사체의 두께는 성자의 자유행

정거리를 고려하여 20cm로 정하 고, 형태는 감속기 용기와 같은 재질의 알루미늄 

원통형의 통속에 수를 채워 넣은 형태이다. 

그림 1.7.5에 감속기 상부가 진공일 때와 20cm 두께의 수 반사체를 설치했을 

때의 brightness를 비교하 다. 4Å이상의 체 냉 성자속은 수반사체를 설치했

을 때 비교하여 약 2.9% 정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 다. 이때 4∼7Å 사이에서는 약 

2.8%가량 높아지는 결과를 보 고, 9∼13Å의 장 장 역에서는 3.5% 정도 높은 

냉 성자속을 생산하는 결과를 보 다. 계산결과를 종합하면 냉 성자 감속기 상단

부에 수반사체를 설치할 경우 냉 성자속을 증가시키는 이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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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5 반사체 설치 , 후의 Brightness 비교

  나. 수조내기기 비핵발열량 평가

CNS설계 시 핵발열에 의한 열부하 외에도 극 온으로 유지되는 수조내기기와 

상온인 주변환경 간에 극심한 온도차로 인한 열침입도 고려하여야 한다. 수조내기

기들  극 온으로 유지되는 부분은 진공용기에 둘러싸여 진공단열 되기는 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한 열침입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 가능한 열침입 경로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 지지구조물, 간격체  배 을 통한 도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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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용기와 감속재용기  열교환기 간의 복사열 달

- 진공용기 내 잔류가스의 자유분자운동에 의한 열 달

이 에서 잔류가스의 자유분자운동에 의한 열 달은 고진공(2×10
-6
Torr)환경에서

는 무시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지지구조물, 간격체  배 을 통한 도열 달과 

진공용기와 감속재용기  열교환기 간의 복사열 달을 통한 열침입량을 추정하

다.

    (1) 지지   간격체를 통한 열침입

지지   간격체를 통한 열침입량을 추정하기 해 CFX 코드를 사용하여 열

도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1.7.6은 지지   간격체에서의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열 도도는 온도에 함수이다. 따라서 해석모델도 온도에 EK라 열 도

도가 변하도록 하 다. 재질에 따른 침입량 변화를 알아보기 해 4가지의 재질을 

선택하여 열침입량을 계산하고 그 결과들을 표 1.7.1에서 서로 비교하 다. 열침입

량으로 보면 CFRP가 가장 작지만 라스틱류는 방사선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어렵

다. Titanium합 은 방사선 환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SUS재질에 비해 가볍고 열

도도가 작아 열침입량이 반에 불과하지만 아직 핵 인 특성에 해 고려되지 않

았다.

그림 1.7.6 지지   간격체에서의 온도분포

표 1.7.1 지지   간격체를 통한 재질 별 열침입량

Materials Al6061-T6 SUS304 Ti-6Al-4V CFRP

Spacer – 1, 2 112.5W 9.7W 4.5W 2.7W

HX top spacer 792.7W 68.2W 31.5W 19.1W

HX bottom spacer 697.4W 60.0W 27.7W 16.8W
supports between 
vacuum vessel flange 
and HX top spacer 

3.2W 0.4W 0.2W 0.1W

Total 1718.3W 148.0W 68.4W 41.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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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 을 통한 열침입

수조내 기기에는 진공배기 , 극 온 헬륨 공   회수 , 수소배 이 연결되어 

있다. 진공배기 은 진공용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공배기 을 통한 도열침

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극 온 헬륨은 단열을 한 이 배  구조를 갖고 있어 

상온의 바깥배 은 진공용기와 연결되고 극 온의 안쪽 배 은 극 온인 열교환기

와 연결되므로 헬륨 배  역시 열침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소배 은 이

배 이긴 하지만 상온의 바깥쪽 이 진공용기 안쪽까지 이어지고 극 온의 열교

환기까지도 하므로 수소배 을 통한 열침입이 존재하게 된다. CFX코드를 이용

한 열 도해석을 통해 추정된 수소배 에서의 열침입량은 7.6W정도로 나타났다.

    (3) 복사에 의한 열침입

극 온으로 유지되는 감속재용기  열교환기와 진공용기 간에 일어나는 복사열

달을 통한 열침입량을 추정하기 해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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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view factor (or configur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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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A2 : heat transfer area (m
2
)

T1, T2 : surface temperature (K)

감속재용기와 열교환기는 진공용기에 의해 완 히 감싸져 있으므로 view factor

는 1로 하 고, 방사율(emissivity)은 재료의 종류와 표면처리 방법, 표면온도 등에 

의해 좌우되므로 여기서는 조건에 따른 최  방사율 값을 용하여 복사열 달량을 

계산하 다. 한 CFX 코드를 사용하여 Monte Carlo기법으로 복사열 달량을 추정

하 으며, 이들에 한 결과가 표 1.7.2에 정리되었다. 계산결과를 비교해 보면 수계

산결과가 훨씬 큰 값을 보인다. 이는 수계산이 보수 인 에서 많은 가정(특히 

view factor = 1)을 한데 반해 CFD계산은 실제형상을 고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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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2 복사열침입량

Elements Material Emissivity Surface 
area Temperature Qrad_HAND Qrad_CFD

Moderator cell Al6061-T6 0.018 ～ 0.08 0.12 m2 22K 4.5W 2.9W

Transfer tube Al6061-T6 0.11 m
2 22K 4.1W 3.5W

Heat exchanger
SUS 0.12 ～ 0.4

0.44 m
2 16K

36.4W 27.1W

Al6061-T6 0.018 ～ 0.08 14.7W

Helium in line
SUS 0.12 ～ 0.4

0.12 m2 14K
18.3W 7.6W

Al6061-T6 0.018 ～ 0.08 4.9W

Helium out line
SUS 0.12 ～ 0.4

0.07 m2 17K
12.3W 4.2W

Al6061-T6 0.018 ～ 0.08 3.0W

Vacuum 
chamber Al6061-T6 1.73 m2 315K -

Qrad total
75.6W 45.3W

31.1W

    (4) 총 열침입량

각 경로들의 열침입량을 모두 고려하여 수조내기기로 달되는 총 열침입량을 

정리하면 다음 표 1.7.3와 같다. 지지   간격체를 stainless 재질로 사용하고 수계

산에 의해 얻어진 복사열 달량을 고려하면 열침입량은 231.2W에 이르지만, 지지  

 간격체의 재질을 Titanium합  재질로 바꾸고 CFD로 측한 복사열 달량 값

을 사용하면 체 열침입량은 121W에 불과하다.  

표 1.7.3 총 열침입량

열침입경로 CASE-I CASE-II CASE-III CASE-IV

지지   간격체 148W 68.4W 148W 68.4W

배 7.6W 7.6W 7.6W 7.6W

복사 75.6W 75.6W 45.3W 45.3W

합계 231.2W 151.6W 200.9W 121.3W

  다. 수조내기기 제작성 검토

설계 된 수조내기기의 설계검증을 해 목업  열사이펀 성능시험용 수조내기

기를 제작하여 표 1.7.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작성 평가를 수행하 다. 제작성 

평가 결과 각 부품의 건 성을 확인 하 으며 성 서  보고서를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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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4 수조내기기 각 구성품의 제작성 평가 항목

검사항목/검사물 감속재용기 진공용기 열교환기
배   

지지

원자재 검사 0 0 0 0

치수 검사 0 0 0 0

용  검사 0 0 0 0

인장시험 0 0

극 온 인장시험 0

내압  기 시험 0 0 0 0

괴압력 시험 0

온 설 시험 0

극 온 진공 시험 0 0

극한 피로 시험 0

  라. 수조내기기와 시설계통과의 연계 

수조내기기과 시설계통 사이의 경계는 수조내기기에서 빠져나가는 각 배 의 첫 

랜지 혹은 각 배 이 원자로 수조라이  벽면에 지지되는 부분으로 한다. 그림 

1.7.7은 시설계통과 수조내기기 배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표시한 바와 같

이, 진공용기에 연결되는 랜지까지는 수조내기기 설계 범 이며 랜지 이후 배

  지지 의 설계는 시설계통의 범 이다. 

 

그림 1.7.7 수조내기기와 시설계통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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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조내기기  배  상세, 설치 설계

    (1) 진공용기 상세설계

     (가) 진공용기 조립체 상세설계

-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인 진공용기  지지 는 안 등  기기로 ASME 

Code Section III 의 용규격에 따라 안 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 다.

- 진공용기의 설치 운 에 따라 주변 하나로 원자로 구조물에 간섭을 발생시

키거나 원자로 구조물의 안 성에 해 되지 않게 설계하 다.

- 진공용기는 가동 인 하나로 원자로 구조물의 설치 치에 반입, 설치  

유사시 정지된 원자로에서 해체가 용이한 구조를 가지게 설계하 다.

- 수명은 30년으로 설계하 다.

- 진공용기는 조사되는 방사선, 운  천이  가상사고 조건에서 수명기간 동

안 건 성이 유지되게 설계하 다.

- 진공용기는 설치, 운 , 해체에 있어 작업자 방사선 피폭이 최소화(ALARA) 

되게 설계하 다. 

- 진공용기는 수명기간 동안에도 필요시 해체 후 정비 는 교체가 가능하게 

설계하 다. 

     (나) 기기별 상세설계(진공용기)

- 수조내기기 진공용기 내부에는 열교환기, 수소 배 , 냉동기 헬륨 입출배 , 

감속재 용기, 연결배 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공도 도달을 해 진공용기와 

부품들과의 간격을 최소 5.0 mm 이상으로 유지하고 효율 으로 기기들을 

배치하기 한 지지간격체를 사용하여 설계하 다. 

- 진공용기 내부에는 부품의 설치와 건 성을 해 4개의 간격체가 설치되어

야 하며 간격체는 진공용기의 내부형상과 동일한 형상으로 진공용기의 상부 

랜지에 지지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하 다. 

- 수조내기기는 원자로의 반사체 용기 내의 CN공에 설치되며 반사체 용기 상

부 랜지와 침니 외벽의 Backing Plate에 고정되게 설계하 다. 

- 진공용기는 외부의 CN수직공과 사이에 0.5mm 이내의 간극이 유지되도록 

설계하 다. 

- 진공용기가 원자로 구조물에 고정 혹은 할 수 있는 부 는 CN공 하부 

구멍, CN공 상부 랜지, 그리고 원자로 침니의 수조내기기 고정을 한 

라켓(고정지지 )으로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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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용기로 인해 기존 하나로 원자로의 안  여유도가 감소되어서는 안 되

며 본 설비와 련된 어떠한 사고에도 원자로와 그 보호계통  격납건물에 

손상을 주지 않게 설계하 다. 

- 진공용기와 CN 수평빔튜 쪽 반사체 외벽 사이의 수조수는 그 두께가 0.5 

mm 이하가 되어 냉 성자가 그를 통과하면서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냉

성자 이득률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진공용기를 CN 수평빔튜 쪽 반사체 외

벽에 착시키게 설계하 다. 

- 운 시 진공용기의 진공도는 1×10-5 torr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모든 진공용기의 연결부는 설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 다. 

- 진공용기는 진공압력의 경계를 이루는 동시에 용기 내부에 설치되는 감속재 

용기와 일정 간극을 두고 유사시 수소반응에 따른 압력을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진공용기는 내부의 감속재용기가 수용하고 있는 수소가 유사

시 반응되는 어떠한 단일 사고에 해서도 주된 압력경계 역할을 수행하게 

설계하 다. 

- 수소-산소 반응시 최 압력으로 평가된 30 기압에서 진공용기는 건 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변형은 0.5 mm 이하로 제한되게 설계하 다. 

- 어떠한 경우에도 진공용기의 온도가 120℃를 넘거나 CN 수평빔튜 의 온도

가 제한 값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하여 CN 수평빔튜  쪽 반사

체 외벽 사이의 수조수 두께는 진공용기 수명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게 설

계하 다. 

- 진공용기는 안 등  품목으로서 ASME Section III, Subsection ND의 설계 

 제작요건을 따라 설계, 제작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용되는 설계하

조건, Service Level A, B & D  Test 하 조건에 부합되도록 설계하

다. 

- 진공용기는 Safety Class 3, 내진등  1 등 을 용하여 설계하 다. 

- 진공용기의 수명은 30년(Calender year)을 만족하게 설계하 다. 

 

    (2) 감속재용기의 상세설계

-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의 열사이펀 루 는 원자로  냉동기 가동 시 자연 

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연결배 에서 범람 상이 일어나지 않게 

설계하 다.

- 수명 기간 동안 기 이 유지되어 수소계통 (감속재 용기, 연결배 , 수소 박

스  수소완충탱크 등을 포함) 외부로 혹은 진공용기 외부로 수소가 출

되지 않게 설계하 다.

- 수명 기간 동안 정상 운 시 20 K에서 정지시 300 K 사이의 열변화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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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피로 조건에서 건 성을 유지하게 설계하 다.

- 감속재용기의 형태는 액체 수소의 원활한 자연 류가 일어날 수 있는 형태

로 설계하 다.

- 감속재용기는 구조 인 건 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최 한 두께를 임

으로써 핵발열량을 게 설계하 다.

- 감속재용기의 형태와 크기 선정은 최 의 냉 성자속 생산뿐만 아니라 핵발

열량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 다.  

- 감속재용기는 수명 기간 동안 CN수직공 내부에서 최  열 성자속인 

1.25×1014       n/cm
2
․sec의 조건에서 건 성을 유지하게 설계하 다. 

- 용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 다.

- 감속재용기는 비안 등  (NNS) 품목이나 품질등  T, 내진등  II 등 을 

용하여 설계하 다. 

- 수명은 30년(Calender year)을 만족하게 설계하 다.

    (3) 열교환기의 상세설계

- 수명 기간 동안 기 이 유지되어 수소계통 (감속재 용기, 연결배 , 수소 박

스  수소완충탱크 등을 포함) 외부로 혹은 진공용기 외부로 수소가 출

되지 않게 설계하 다.

- 열교환기내로 유입된 기체수소는 튜  벽면에서 응축되어 하부 넘으로 

흘러내려 모인 후 내측 연결배 을 따라 감속재용기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

록 설계하 다.

- 감속재용기와 열교환기 사이의 연결배 은 범람 가능성을 이기 해 이

으로 하여 액체  기체 수소가 내   외 으로 각각 유로를 형성하도

록 하며 원자로의 정상출력 범  내에서 범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

다.

- 열교환기 내 헬륨의 유입 압력이 2 기압인 경우, 헬륨 유동에 의한 압력강하

는 0.5 기압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 다.

- 열교환을 한 열면 은 충분히 확보하되, 열교환기 총 길이가 1.3 m를 

과하지 않게 설계하 다.

- 감속재용기와 열교환기 사이의 연결배 의 길이는 최소화하여 압력강하를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게 설계하 다.

- 용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 다. 

- 열교환기는 비안 등  (NNS) 품목이나 품질등  T, 내진등  II 등 을 

용하여 설계하 다. 

- 수명은 30년(Calender year)을 만족하게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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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진공용기 장 랜지  고정지지 , 열교환기 지지 , 진공용기 내부 간

격체, 배 지지 , 이 (진공, 수소, 헬륨)배   커 링 등의 상세설계 하 다.

  바. 상세설계 구조  내진해석

    (1) 감속재 용기의 구조해석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In-pool Assembly)의 감속재 용기에 한 구조  건 성

을 평가하 다. 감속재 용기는 NNS(Non-Nuclear Safety)로 분류되었으나 감속재 

용기의 건 성을 보장하기 하여 해석에 의한 설계(Design by Analysis)개념을 도

입한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Ⅲ Sub-section NB의 설계 

요건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 다. 감속재 용기는 수조내 기기에서 가장 아래에 치

한다. 용기의 형상은 한쪽이 뚫린 원기둥 모양이고, 외부용기와 내부용기로 이루어

져있다. 외부 용기의 체 높이는 298.7 mm이고, 내경이 φ 130 mm, 두께가 1 mm 

이다. 감속재 용기에 사용된 재료는 AL 6061-T6이다. 물성치는 ASME Section II, 

Part D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 고, 온도를 과하는 것은 extrapolation하여 사용하

거나 보수 인 값을 용하 다. 감속재 용기는 형상이 좌우 칭이기 때문에 1/2로 

유한요소 모델링하 다. 모델에 사용된 총 요소의 수는 31,332 개이며, SOILD45 요

소를 사용하여 상세하게 표 하 다. 감속재용기의 유한요소모델은 그림 1.7.8에 나

타내었다. 경계조건은 2  배 이 연결되는 부분의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 고 칭

면에 칭 경계조건을 용하 다. 한 액체수소의 질량은 감속재 용기에 분포질

량으로 고려하 다. 하   하 조합은 CNS 수조내기기 감속재 용기 설계시방서

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다. 설계하 , Level A  Level B의 운 하 이 고려되었

고 운 기  지진하 은 각 방향의가속도를 축방향 1.5g, 수평방향 0.5g로 가정하여 

정 해석을 수행하 다. 감속재 용기의 응력해석을 고려한 단면은 그림 1.7.9에 나

타내었는데 모두 10개의 단면이다. 고려된 단면은 최 응력을 나타내는 지 을 포

함한다. 

감속재 용기는 고려된 하 조합 조건에 하여 ASME Code에서 규정하는 응력

강도한계를 만족하 다. 최 응력 지 은 Design condition, Level A, Level B 모두 

단면 C에서 나타났다. 설계하 에서의 응력강도분포는 그림 1.7.10에 나타내었으며 

두께방향의 최  막응력(Pm) 값은 65.9932 MPa, 막응력과 굽힘응력의 합(Pm + 

Pb)은 98.2263 MPa로 단면 C에서 발생하 다. Level A 운 하 에서 응력강도분포

는 그림 1.7.11에 표시하 으며 1차응력과 2차응력의 합(P + Q)은 61.8939 MPa로 

단면 C에서 발생하 다. 감속재 용기의 응력해석 결과를 표 1.7.5에 요약하 다. 

 



- 71 -

그림 1.7.8 감속재용기 유한요소해석 모델

그림 1.7.9 감속재용기 응력해석 고려 단면  

 

1

MN

MX

XY
Z

                                                                             
.042804

12.671
25.298

37.926
50.554

63.182
75.81

88.438
101.065

113.693

MAR  7 2006
15:07:14

NODAL SOLUTION

STEP=35
SUB =1
SINT     (AVG)
DMX =.289103
SMN =.042804
SMX =113.693

그림 1.7.10 설계하  응력강도 분포(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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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CONDITION POSITION
STRESS

INTENSITY(MPa)
ALLOWABLE
STRESS(MPa)

Design

Condition

Pm 65.9932 Sm=96.5266

Pm+Pb

INSIDE 90.3601 

1.5 Sm=144.7899CENTER 65.9932 

OUTSIDE 98.2263 

Level A P+Q

INSIDE 56.9654 

3 Sm=289.5798CENTER 41.5258 

OUTSIDE 61.8939 

Level B P+Q

INSIDE 81.3312 

3 Sm=289.5798CENTER 59.4111 

OUTSIDE 88.4281 

  

1

MN

MX

XY
Z

                                                                            
.022122

7.981
15.94

23.899
31.858

39.817
47.776

55.735
63.694

71.653

MAR  7 2006
15:12:47

NODAL SOLUTION

STEP=32
SUB =1
SINT     (AVG)
DMX =.183077
SMN =.022122
SMX =71.653

그림 1.7.11 Level A 운 하  응력강도 분포(내부)

표 1.7.5 감속재 용기의 응력해석 결과 

Pm: Primary membrane stress intensity, Pb: Primary bending stress intensity

P: Primary membrane plus primary bending stress intensity, Q: Secondary stress intensity

    (2) 수조내기기의 내진해석  

수조내기기의 내진해석은 진공용기(Vacuum Chamber), 감속재용기(Moderator 

Cell), 진공용기내 열교환기(Heat Exchanger), 감속재용기와 열교환기를 연결하는 

배 (Transfer tube), 진공용기 외부 배   련 계통과 연결되는 연계 랜지에 

하여 수행되었다.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 체 구조물에 한 모달해석을 수행한 

결과 1차 고유진동수는 77.2 Hz로 요구 응답 스펙트럼(required response spectra: 

RRS)의 차단진동수(cutoff frequency)인 33 Hz를 과하는 값을 보 다. 추가로 진

공용기  진공용기 상부의 배 을 제거한 후 진공용기 내부구조물인 열교환기와 

감속재 용기  배 을 상으로 모달해석을 수행한 결과 1차 고유진동수는 

42.06Hz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도 33Hz를 과하는 값을 보 다. 따라서 내진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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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강성기기의 해석 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기 해 각 

방향으로 인가되는 가속도는  X, Y 방향으로는 1*g (9.81m/s
2
)로 Z 방향으로 2*g 

(19.62m/s
2
)로 가정하 다.

수조내기기 체 구조물의 유한요소모델은 그림 1.7.12와 같으며 내부구조물은 

그림 1.7.13에 표시하 다. 진공용기 하단의 지지 은 3D solid structure(Solid 45) 

요소를 이용하 고 열교환기 내부의 세 질량과 added mass  hydro mass는 

mass structure(Mass 21) 요소를 사용하 으며, 그 이외의 구조물인 열교환기와 압

력용기, 배 , 감속재 용기등은 elastic shell(Shell 63)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하 다. 

Added mass는 진공용기 체 체 에 해당하는 물의 질량을 계산하여 용하 으

며 hydro mass는 체 구조물 내부에 존재하는 유체의 질량을 계산하여 용하

다. 체 구조물의 경계조건은 원자로 구조물과 고정되는 진공용기 상단 부분은 수

평방향인 X 방향과 Y 방향으로 구속하 으며 수직방향인 Z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있도록 구속을 하지 않았다. 

체구조물에 한 모달해석 결과 1차 고유진동수는 71.84Hz로 나타났으며 모드

형상은 그림 1.7.14에 나타내었다. 추가로 진공용기  진공용기 상부의 배 을 제

거한 후 진공용기 내부구조물인 열교환기와 감속재 용기  배 을 상으로 모달

해석을 수행하 다. 이 경우 1차 고유진동수는 42.06Hz로 나타났으며 그림 1.7.15는 

내부구조물에 한 1차모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조내기기 체구조물에 한 

내진해석을 수행한 후 감속재용기와 열교환기 상단  하단 연결부 에서의 하  

 모멘트를 표 1.7.6에 요약하 다.

     

그림 1.7.12 수조내기기 체 구조물 형상 



- 74 -

 

그림 1.7.13 수조내기기 내부 구조물 형상 

 

 

      

그림 1.7.14 체구조물 1차모드 형상(71.84Hz)

그림 1.7.15 내부구조물 1차모드 형상(42.06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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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6 수조내기기 내진해석 결과

해석 부 변수 X 방향 Y 방향 Z 방향

 감속재 용기 상단
하 (N) -9.0750 -9.0740 -18.150

모멘트(N.m) -18.36992 18.36293 0.4479129E-02

 열교환기 상단
하 (N) -155.2057 -155.2020 -310.4240

모멘트(N.m)  -86.84140 86.97977 -0.6737680E-01

 열교환기 하단
하 (N) -15.69815 -15.69714 -31.39638

모멘트(N.m) -27.31199 27.30710 0.3424715E-02
 

    (3) 수조내기기의 괴역학  건 성 평가 

냉 성자 수조내기기에 한 괴역학  건 성 평가는 격 괴손상으로부터 

수조내기기의 건 성을 확보하기 하여 시행하 다.  괴역학  건 성 평가는 

수조내기기  요한 역할을 하는 진공용기  감속재용기를 상으로 평가하

다. 제작  설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 는 비 괴검사 지시 값에 한 

정기 과 그리고 수소 설 감지계통  주기 인 검사 로그램을 설정하는 근거

가 될 수 있다. 수조내기기에 한 괴역학  건 성 평가는 다음의 3가지 괴역

학  평가를 기본으로 하여 수행하 다. 즉 (1) 취약부 에 한 확률론 인 괴역

학  평가, (2) 단 설(Leak Before Break)개념의 괴역학  평가, (3) 결함평

가선도(Flaw Assessment Diagram) 평가이다. 

진공 용기  감속재 용기의 확률  괴 계산은 사용 합성에 한 API 코드 

지침서를 기 로 하 다. 균열 도에 한 분포함수는 균열크기에 한 분포함수에 

계수 1.4를 곱한다. 괴인성은 평면응력 상태에 해서 계수를 1.7배까지 증가시켰

다가 API 코드의 권고에 따라 1.4배 감소시켜서 조정하 다. 진공 용기  감속재 

용기의 가장 얇은 벽두께는 5.0 mm  1.0 mm이다. 여러 내부압력은 최  응력 강

도(Pm+Pb)를 구하기 해 사용되며 API 코드 하  계수 1.6을 사용하 다. 진공용

기  감속재용기의 해석결과는 그림 1.7.16  1.7.17에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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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16 진공용기 상부의 괴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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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17 감속재용기의 괴확률

진공용기  감속재 용기의 취화 상태에 한 평가수단으로 직  확률 분법을 

사용하여 괴확률평가를 수행하 다. 수소폭발에 의한 사고 시 괴확률평가는 사

고확률과 함께 종합 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평가 시 입력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감속재 용기 설계구조는 단  설(LBB)조건을 만족하며 어떠한 국  

괴도 설이 시작되기 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 FAD평가

를 통한 손경로 계산은 방사선 조사 후 감속재 용기 벽의 손 양상이 열에 의

한 손에서 취성 괴에 의한 손으로 변화될 것을 나타낸다. 종합 으로 재료의 

물성치가 ASTM 기 규격에 만족한다면 진공용기  감속재 용기의 괴역학  

건 성은 유지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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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열사이펀 시험

1. 열사이펀 성능시험

  가. 내부 실린더 기화실험

   일정한 냉 성자속을 얻기 해서는 감속재용기 내의 내부 실린더에 기체 수소

가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요하며, 한 감속재로서 액체수소를 사용하는 냉

성자원 개발을 해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일차 으로 온의 액체 아르곤을 사용하

여 수행하는 성능시험장치 개념설계 과정에서 감속재의 내부  외부 용기를 가시

으로 볼 수 있게 강화유리를 사용하 을 경우, 열이 가하 을 때 액체 Argon의 

비등에 의한 기포 발생으로 내부 실린더의 liquid level 변화를 찰할 수 있는지 여

부와 내부 실린더 내를 기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2.1.1에서 내부 실린더 내의 액체 높이가 으로 내려간 상태를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액체로 채워진 내부 실린더에 열을 가하 을 때, 물의 핵비등

이 일어난 후부터 물의 bulk boiling이 일어나기 에 내부 실린더가 수증기로 완

히 채워지는 상  물의 비등에 의해 생성된 기포에 의해 가시 으로 내부 실린

더의 liquid level 변화를 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2.1.1 거의 수증기로 채워진 내부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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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냉 성자원 설비에서 감속재로서 열 성자의 감속 효율이 좋은 액체수소를 선정

하 으나, 액체 수소는 잠재 으로 수조내기기의 안정성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냉 성자원 설비의 안정성 확보 측면  높은 냉 성자 속을 얻기 한 

CNS 설비의 상세설계를 해 온에서 열사이펀 성능시험이 필요하며, 1차 열사이

펀 성능시험 수행을 한 개념설계 단계이다.

    (1) 1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장치

    91.3 K, 1.5 bar에서 Ar을 작동유체로 하여 작은 규모의 mock-up 내에서 일어

나는 범람 상, 공극 비율, lqiuid level 변화 등의 상을 측하기 해 Pyrex 

glass로 실험 장치 제작을 결정 하 으며, 응축기는 fin형 열교환기를 설계하고 있

는 이다.  실험결과를 측하기 해 발열량 변화에 따른 범람 상, 완충탱크의 

유무  크기에 한 liquid level 변화 등의 계산을 수행하 다.

              

(ㄱ) 성능시험장치  (ㄴ) 감속재용기

그림 2.1.2 1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장치 

    (2) 1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계획

    그림 2.1.2에서 보이는 성능시험 장치에 한 실험을 수행하여 냉 성자 발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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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온 열사이펀이 개발에 유용한 설계 방법  운용 방법을 제시하기 하여, 아래

와 같은 실험 계획을 수립하 으며 기본 실험을 통하여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는 추가 인 실험 장치를 통하여 각각의 상에 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가) 극 온 열사이펀 성능시험 장치에 한 기본 실험

- 극 온 열사이펀 성능시험 차 확립

- 극 온 열사이펀 작동 확인

    (나) 극 온 열사이펀 성능시험 장치의 보완  상세 실험

- 기 충 량 결정 방법

- 발열량의 변화에 따른 액체 level의 변화 찰

- 발열량을 증가시키면서 transfer tube 내의 flooding 상 확인

- 감속재 용기내의 void fraction 측정

- 감속재 용기의 내부 실린더 내부의 상태 확인

    (다) 실험 결과 고찰, 추가실험  결과 용

- 실험결과들과 기존 계식의 비교 검토

- 부족한 실험 결과에 한 추가 실험

- 냉 성자원 발생 장치의 설계에 연구 결과 용

  다. 2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21K, 1.5 bar에서 액체수소를 이용한 2차 열사이펀 성능시험의 타당성을 평가하

기 해 각국의 냉 성자원 설비를 하여 수행한 성능시험을 조사․분석하 으며, 

열사이펀 성능시험 략을 수립한 상태이다.  2차 성능시험 수행하기 에 아래와 

같은 비계산을 수행하 다. 

    (1)  Flooding limit 계산

     Wallis's flooding 계식을 이용하여, 감속재 용기의 발열량에 따른 감속재 용

기와 열교환기를 연결하는 의 직경과의 상 계를 계산하여,  직경 (50 mm)

을 결정하 다. 

    (2) Void fraction 측

    액체 감속재 내의 생성된 void fraction을 측하기 하여 Drift flux model을 

근거한 계식을 이용하여 하나로 CNS 설비내의 void fraction (25% 이하)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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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3) 열교환기 설계를 한 계산

    기화된 감속재를 응축시키기 한 shell & tube 열교환기의 치수를 표2.1.1.과 

같이 임의 으로 문헌에 근거하여 선정하 으며, 이의 성능 평가를 해 총 열

달계수  NTU (Number of the Transfer Unit) 계산을 수행하 다. 총 열 달 

계수는 헬륨냉동기의 유입온도를 14 K으로 했을 때,   
 의 결과를 

얻었으며, NTU 계산에 의하면 3.45 수치인 safety factor를 갖으며 충분히 감속재 

 용기의 열을 제거할 수 있는 냉동용량을 갖는 열교환기 치수임을 확인하 다.

표 2.1.1 열교환기 치수

직경 [mm]  두께 [mm] 길이 [mm] 개수 [-]

shell 168.3 3 800 1

tube 12.7 1.2 800 100

심 45 1.2 800 1

2. 감속기 련 확증시험

  가. 확증시험을 한 1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확증시험을 한 1차 열사이펀 시험은 기 인 열사이펀 상 이해, 냉 성자

원 수조내기기 개념 악, 극 온 기술 습득에 그 목 이 있다.  길이 약 1 m, 냉각 

능력 약 200 W의 극 온 열사이펀을 설계 제작하여 극 온 열사이펀의 작동 특성

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열 침입을 이기 한 진공 단열  극

온 열 수축에 의한 손을 방지하기 한 기계  설계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1차 성능시험에서는 작동유체로서 액체 아르곤, 냉매로서 액체질소를 사용하는 

극 온 열사이펀을 Pyrex glass로 설계 제작하여 그림 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시화를 통해 열사이펀이 작동하는 것을 측하면서 증발부의 열부하의 변동에 따른 

열사이펀 내부의 온도와 압력 변화를 연구하 다, 한 극 온 열사이펀 내에 갑작

스런 열부하의 증가 후에 열사이펀이 정상상태로 되돌아오는 자기 평형성 특성(그

림 2.2.2)  정상상태를 측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 으며, 극 온 유체의 기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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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2상 유체의 커패시턴스를 측정하여 열부하의 변화에 따

른 기포율의 계를 도출하 다.  

그림 2.2.1 정상상태 열사이펀 유동 [(a) 열교환기, (b) 단일 , (c) 감속재 용기]

   열사이펀의 작동에는 flooding limit가 그 운  역을 제한하지만 본 연구에서 

고려된 열용량에서는 단일  내에서 러딩 상을 볼 수 없었으며 안정 으로 작

동함을 측하 다.

그림 2.2.2 열사이펀의 자기평형성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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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증시험을 한 2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극 온 유체인 아르곤으로 수행한 1차 열사이펀 성능시험의 경험과 극 온 열사

이펀의 개념 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냉 성자원 설비에서 사용할 액체 수소를 

작동유체로 선정하여 실제 크기의 시험을 수행할 것이다. 수조내기기  버퍼 탱크

를 제작하고, 열사이펀 성능 시험에 필요한 극 온 계측기기를 선정하는 등 2차 시

험을 한 비 단계에 있다.  본 시험은 수조내기기 설계의 검증, 실제 열사이펀 

성능 확인, 냉 성자원 운  자료 확보 등을 목 으로 수행할 정이다. 

   본 시험을 수행하기 해 약 1.5 kW 용량의 냉동기가 필요하며, 이를 해 액체 

헬륨을 이용한 cold box를 설계 에 있다.

3. 열사이펀 성능시험장치를 이용한 감속기 확증시험

  가. 열사이펀 성능시험장치 이용 열사이펀 확증시험

수소계통 내 열사이펀 확증을 해 그림 2.3.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시험 장치

를 제작하 다.  열사이펀 성능을 확인하기 해 감속재용기, 열교환기,  수소버

퍼탱크 등에 온도센서  압력센서를 부착하여 헬륨냉동기의 운 에 따라 수조내기

기 내에서 발생하는 온도  압력 변화를 측정하 다.  한 실제 냉 성자원에서 

핵발열량과 도  복사에 의한 열침입량에 의해 감속재용기 내에 있는 액체수소

가 기화하는 상을 모사하기 해, 감속재용기 내부  외부 표면에 부착된 와이

어 형태의 히터와 액체수소 에 카트리지 타입의 히터를 설치하 다. 시험의 측정

변수  운 변수들은 Labview로 구성한 데이터처리 로그램에 의해 기록  장

되도록 하 다. 

진공용기 내의 진공도가 설계진공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수조내기기에 부하되는 

열침입량은 설계 값보다 증가할 수 있으며 심하면 냉동계통의 정상운  하에서 감

속재 용기 내에 액체수소가 설계된 양만큼 충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진공센서

를 부착하여 실험 도  진공용기 내의 진공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수소계통 내의 수소를 응축시키기 해 사용되는 냉동계통은 력연구원에 있는 

삼 수소 제거장치에 사용되었던 헬륨냉동기를 사용하 다. 열사이펀 성능시험에 

합하도록 헬륨냉동기의 냉동용량을 증가시키기 해 액체질소를 냉동계통에 도입

함으로써 냉동계통 성능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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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냉 성자원 열사이펀 성능시험 장치 

본 시험 장치에서 사용되는 수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소-산소 화학반응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해 수소가스가 존재하는 배   수소버퍼탱크는 헬륨가스

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으며, 헬륨 가스는 기압보다는 높게 수소계통의 운 압력

보다는 낮게 충 하여 운 하 다. 따라서 만약 배  상에 설이 발생하게 되면 

헬륨블랭킷계통의 변화되는 압력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험 설비를 설계 제작하

다.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 내에서 발생하는 열사이펀 상을 확인하기 해서 먼  

열사이펀 성능시험 설비 내에 305 kPa(a)의 수소가스를 충 하 으며, 수소계통 내

에 충 될 액체수소 유지를 한 단열층을 생성하기 해 진공계통 내 진공도를 약 

1×10-5 torr까지 만든 후 헬륨냉동기를 가동하 다.

그림 2.3.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헬륨냉동기를 가동함에 따라 수조내기기의 열

교환기 내로 유입되는 헬륨의 유입온도(T302)가 온으로 하락함에 따라 열교환기 

자체 온도(T105)  열교환기 내의 수소기체 온도(T106)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시험을 통해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약 10 kg 상당의 열교환기를 온으로 

냉각시키기 해선 반에 상당한 냉각능력이 필요함을 확인하 으며, 헬륨냉동기 

운  반에 냉각시간을 단축하기 해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헬륨냉동기의 냉동용

량을 증가시켜 수조내기기를 냉각시켰다. 열교환기 내의 헬륨 온도가 약 30 K에 가

까워짐에 따라 수소가 액화하기 시작하며, 액체수소는 감속재용기 내로 유입되지만 

용기 내에 충 되지 못하고 액체수소보다 높은 온도인 감속재용기를 냉각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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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기화한다. 헬륨냉동기를 운 한지 약 2 시간여 만에 감속재용기 내의 액체수

소가 충 되기 시작하 다. 

감속재용기 내에 요구되는 양의 액체수소 충 이 완료될 시 에서 그림 2.3.3과 

같이 감속재용기에 설치된 히터에 열원을 공 하기 시작하 다. 헬륨냉동기에서 공

되는 헬륨의 유입온도  유출온도에 의해 냉동용량을 환산하여 그림 2.3.3에 나

타내었으며, 각각의 히터에 공 되는 발열량도 나타내었다. 

 

그림 2.3.2 헬륨냉동기의 운 에 따른 수조내기기 내의 온도 변화

     

         그림 2.3.3 감속재용기에 부하되는 발열량 비 헬륨냉동기의 냉동능력

그림 2.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사이펀 성능시험 동안 진공용기 내의 진공도는 

약 3×10-6 torr임을 확인하 으며, 수조내기기에 부하되는 비핵발열량 증가 요인  

진공용기 내의 자유분자에 의한 도 열침입 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따

라서 그림 2.3.3에 나타난 감속재용기에 부하되는 총발열량과 냉동용량의 차이 약 

150 W 정도는 상온부와 연결된 수소배 과 열교환기 사이의 도에 의한 열침입과 

수조내기기 내에 치한 감속재용기  열교환기의 지지체를 통한 도에 의한 열

침입으로 수조내기기에 부하되는 비핵발열량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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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진공용기 내의 진공도

     

그림 2.3.5 헬륨냉동기 운 에 따른 수소계통내 온도-압력 변화 추이

감속재용기에 액체수소 충 이 완료되면 감속재용기에 열원이 공 되기 에는 

수조내기기에서 요구되는 냉동용량은 비핵발열량에 상응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액

체수소의 과냉을 방지하기 해서 헬륨냉동기 냉동용량은 어들어야 한다. 이때 

수조내기기에 부하되는 비핵발열량과 감속재용기에 설치된 히터의 발열량의 합이 

헬륨냉동기에서 공 되는 냉동용량과 균형을 이루면, 그림 2.3.5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소계통 내의 압력은 152 kPa(a)가 유지되면서 감속재용기 내의 2상 수소의 온도

는 약 21.8K 으로 유지된다. 수조내기기에 부하되는 발열량에 의해 액체수소는 기

화되어 도차에 의해서 열교환기로 유입되며, 헬륨냉동기에서 공 되는 온의 헬

륨에 의해 액화되어 감속재용기 내로 유입되는 열사이펀 상을 통해 감속재용기 

내의 2상 유체의 일정 액 를 유지한다. 그림 2.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온도 

하에서 수소계통 내의 압력이 약 150 kPa(a) 정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조내기기 내에 안정한 열사이펀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와 같이 본 실험의 주목 인 수조내기기 내에 생성하는 열사이펀 상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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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아래와 같은 실험항목을 추가 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 정상 상태 운  련 시험: 

․진공도 시험,

․열침입량 평가 시험,

․ 러딩 측 시험,

․기포율 측정 시험,

․inner cavity 내의 수소기화 확인 시험,

․감속재 용기 내의 수소액체 벨 확인 시험,

․수조내기기 냉각속도 결정 시험

- 비정상 상태 운  련 시험:

․냉동기 고장 모사 시험,

․냉동기 비상정지 후 냉동기 재가동 시험,

․진공계통 진공 소실 시험,

․열부하 변동 시험

정상상태 운  련 시험으로서 열침입량 평가 시험은 계산된 열침입량과 비교

분석하며, 수조내기기 냉각속도 결정 시험은 냉동계통과 연동하여 운 되는 냉 성

자원의 냉각속도를 결정하기 해서, 러딩 측 시험은 수조내기기 내에서 냉동

능력의 하로 발열량과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배  내에서 러딩 상이 일어나

는지에 한 여부를 확인하기 해 계획되었다. 에 기술된 시험 항목  기포율 

측정시험, inner cavity 내의 수소기화 확인시험  감속재 용기 내의 수소액체 

벨 확인 시험은 다음 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본 에서 기술은 생략하기로 

한다.  

비정상 상태운 은 주로 냉동계통 고장, 진공계통 고장, 원자로의 출력 상승 등

의 비정상상태에서 수조내기기 내의 열사이펀 상이 어떠한 거동을 보이는지에 

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해 수행할 계획이다. 

본 성능시험을 해 열사이펀 성능시험 차서(HAN-MC-OP-038-05-003)  

열사이펀 성능시험 설비 운  차서(HAN-MC-OP-038-05-002)를 작성하여 체계

인 시험을 수행하 다. 

  나. 감마선 도계 이용 기포율 측정 시험

감속기에서 사용되는 액체수소내의 기포율(void fraction)을 확인하기 하여 감

마선 도계를 설계하 다. 감마선 도계는 기포 부분과 액체에서의 감마선 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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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기포율을 측정한다. 감마선 도계는 한 냉동기 내부 액

체수소의 수 를 확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감마선 도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변수는 아래와 같다.

- 감속기 높이에 따른 기포율

- 열부하를 모사하기 해 삽입된 히터에 원을 인가하기  액체수소 수

- 히터 동작  cavity 내부의 액체수소 수

- 히터 동작 후 cavity 내부의 액체수소 수

- Flooding 상의 유무

본 냉동기에서 감마선 도계를 수평으로, 즉, 감마선원과 계측기를 수평으로 배

열하는 경우, 가능한 감마선 최  투과 길이는 106.5 mm이다. 따라서 감마선의 투

과 길이가 10 cm가 되도록 도계를 설계하 다. 상 기포율은 20%이다. 

표 2.3.1은 액체수소내에서 각 감마선 투과 길이에 따른 감쇄율을 계산한 결과이

다. 계산에서 액체수소의 도는 0.07 g/cc, 662 keV 감마선에 한 감쇄 계수는 

0.160 cm
2
/g,  60 keV 감마선에 한 감쇄 계수는 0.325 cm

2
/g이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s-137에서 방출되는 661.660 keV 감마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 

20% 정도의 기포율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Am-241 선원에서 발생되는 59.537 keV 

감마선의 경우에는 20%의 기포율은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감마선을 NaI(Tl) 

감마선 계측기를 사용하여 계측하는 경우에는 넓은 FWHM, 주변 X-선 등과의 간

섭으로 정확한 피크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동 설치  사용

이 간편한 Potable cryostat HPGe 계측기를 사용하기로 하 다.

Am-241 선원은 약 100 μCi의 세기를 가진 선원을 사용할 정이며, 계측기 앞

의 납 차폐의 두께는 5 cm, collimator의 직경은 4 mm로 정하 다. 한, 계측기와 

선원을 설치, 지지하고, 상하로 쉽게 이동시키기 하여, 지지 를 설계 제작하 다.

표 2.3.1 액체수소 내에서 각 감마선 투과 길이에 따른 감쇄율

   

투과 거리 (cm) 662 keV from 
Cs-137

60 keV from 
Am-241

1 0.989 0.978 

2 0.978 0.956 

3 0.967 0.934 

4 0.956 0.913 

5 0.946 0.892 

6 0.935 0.872 

7 0.925 0.853 

8 0.914 0.834 

9 0.904 0.815 

10 0.894 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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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제작  설치

1. 수조내기기 설치시험  제작

  가. 수조내기기 설치 시험  차 개발

    (1) 설치 차 개발

   설치 차는 크게 작업  설치 비를 한 작업 비, 작업 시 원자로, 수조내

기기의 안   작업자의 안 을 한 주의 사항, 각 부품  장치 설명, 작업 차 

등을 개발하 다. 작업 비는 설치  설치에 한 허가 차, 설치를 한 비물 

 안 도구 비, 설치 작업 인원 배정, 설치를 한 기 조건 설정, 설치  설

치를 한 사  작업에 한 내용을 개발하 다. 주의 사항은 설치 작업 시 작업자

가 원자로  수조내기기의 안 을 한 주의 사항, 작업자가 설치 시험  설치 

시험 시 안 을 한 주의 사항, 작업자가 설치 작업 시 방사능 노출을 우려한 주

의 사항 등을 개발하 다. 장치 설명은 설치 작업  작업자가 장치에 한 이해를 

높이도록 도면  사진을 첨부하여 설치 작업  충분히 숙지토록 하 으며 설치 

작업 시 작업자들 간의 의사소통  설치 작업 공정에 한 이해도를 높이게 하기 

하여 개발하 다. 작업 차는 수조내기기의 장착을 한 차, 수조내기기의 분

해를 한 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작업 차의 내용에는 작업공정, 작업 시 필요

한 공구  공구의 호칭넘버, 크 인  맨 릿지 호이스트 사용에 한 내용, 각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개발하 다. 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수조내기

기 설치 작업 차서(HAN-MC-CT-WP-05-001)를 개발하 다. 

  (2) 수조내기기의 설치  측정

   개발된 수조내기기의 설치 차를 이용하여 수조내기기를 하나로 CN 조사공에 

장착하기  모의용기 제작  장착하여 장착 시 문제  악하고 수조내기기가 고

정되는 침니의 장착부 의 치를 측정하여 수조내기기의 장착지지  라켓을 상

세설계 하는데 목 을 두고 설치하 다. 차서에 하여 설치  분해하 으며 문

제 들을 기록하여 본 제품 도면을 수정하여 본 제품 제작 시 반 하도록 하 다. 

   설치  작업 차서의 사  작업 차에 따라 수조내기기 모의용기에 고정지지

 장착용 라켓을 조립하 고 조립높이는 실제높이(1303.5) + 라켓(12.0) + 어

뎁터 이트(10.0) + 여유간격(2.5) = 1330.0mm로 선정하여 조립하 다. 수조내기

기에 고정지지  장착용 라켓을 조립 후 원자로 침니 측벽의 Backing Plate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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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공구를 이용하여 고정용 볼트 2개소를 체결 조립하 다. 조립 시 간섭은 없었으

며 특수히 제작된 설치 공구 한 원활히 작동되어 문제 이 없었다. CN 조사공에

는 경수에 흡수되는 성자속을 이기 해 조사공 내에 러그가 설치되어 있다. 

수조내기기를 CN 조사공에 설치하기 해서는 우선 러그를 제거 하여야 한다. 

수작업으로 러그를 제거 하 으며 제거 시 방사선안 리요원이 선량측정을 하

면서 제거하 다. 수조내기기 모의용기 장착용 랜지는 수조내기기를 CN 조사공

에 설치 하기 하여 CN 조사공에 설치하는 랜지로 설치 시 간섭 문제가 있었으

며 그림 3.1.1, 3.1.2와 같이 수정하여 장착하 다. 

   수조내기기 모의용기 역시 장착용 랜지와 같이 침니벽쪽과의 간섭이 있었으나 

조립은 되었다. 조립 후 침니벽에 붙어 있는 고정지지 와 고정지지  장착 라켓

의 높이 차가 있었으며 측정하여본 결과 134mm의 높이차가 있었다. 높이차의 원인

은 CAD 도면 작업 시 정확한 치수의 반 이 이루어지지 않은게 확인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해 수조내기기 모의용기를 빼내어 높이차를 107mm(134mm-장착 라

켓 두께 12mm+어 터 이트의 두께10mm+여유5mm)를 두었으며 간섭부 도 

3mm 수정하여 재 설치 하 다. 설치가 잘되는 것을 확인하고 장착 라켓의 어

터 이트를 볼트 핸들링 공구를 이용하여 트를 체결하고 크 인 호이스트를 사

용하여 들어올려 장착 라켓에 기용펜과 자를 이용하여 어 터 이트의 

치를 표시하 다. 표시 후 차서를 바탕으로 수조내기기 모의용기, 수조내기기 장

착용 랜지, 수조내기기 고정지지 등의 분해하여 수조밖으로 들어내었으며 CN 

조사공 러그도 재장  하 다. 

   수조내기기의 설치  측정시험을 통해 수조내기기 장착용 랜지 간섭부  수

정(그림 3.1.1, 3.1.2 참조), 수조내기기 장착 라켓의 치 수정, 수조내기기 장착 

라켓의 상세 설계(그림 3.1.3 참조)를 하 다. 

그림 3.1.1 수조내기기 장착용 랜지의 수정 부 (1차 설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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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수조내기기 장착용 랜지의 수정 부 (2차 설치 후)

그림 3.1.3 설계 수정/반 된 수조내기기 고정지지  장착용 라켓

  나. 수조내기기 설치 공구 개발

   수조내기기는 원자로내의 반사체에 설치되며 설치 후 볼트 체결로 조립된다. 볼

트 체결 부 는 원자로 반사체의 CN 조사공 랜지와 수조내기기 장착용 랜지, 

수조내기기와 수조내기기 장착용 랜지, 원자로 침니 측벽 Backing Plate와 수조내

기기 고정지지 이며 고정지지 를 제외한 나머지 처결부 는 기존의 설치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할 수 있게 체결부 를 설계하 다. 수조내기기의 고정을 

한 수조내기기 고정지지 는 그림 3.1.4와 같이 원자로 침니 측벽 Backing Plate에 

체결된다. 2개의 M10 볼트로 고정되며 그림 3.1.5의 손잡이를 돌려 축방향과 90°로 

설치 되어있는 Backing Plate 고정용 볼트를 잠  수 있게 설계, 제작하 다. 수조

내기기 고정지지 의 Backing Plate 고정용 볼트 높이가 다르므로 이를 해 설치 

공구의 하단에 설치공구 안내핀의 길이를 조정하게 하여 높이가 다른 두개의 볼트

를 체결/분해 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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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수조내기기 고정지지     그림 3.1.5 수조내기기 고정지지  설치 공구

  다. 지지구조물 라켓 개발

   수조내기기는 원자로 반사체 내의 CN 조사공 랜지에 수직 장착되며 수조내기

기의 무게 심은 CN 조사공 랜지 보다 상부에 존재한다. 수조내기기를 원자로

에 안정 으로 설치하기 하여 수조내기기 상부와 원자로 침니 측벽 Backing 

Plate에 부착되는 지지구조물 라켓과 수조내기기 상부 부착되는 지지구조물 라

켓을 설계 하 으며 수조내기기 하  평가, 라켓, 볼트  핀의 평가를 하 다. 

평가 후 제작을 하여 수조내기기 설치 시험에 이용하 다. 

  (1) 부력을 고려한 수조내기기의 하  평가

   기기의 공기  질량은 146kg이며 부력을 뺀 수조내기기의 질량은 46kg 이다. 

SSE 지진 발생시 수조내기기의 거동에 의하여 원자로 구조물에 미치는 향을 평

가하기 하여 수조내기기의 공기  무게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보수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수 인 평가를 해 수평방향 하 으로 가속도 0.4G를 반 한 

308.1N, 수직방향 하 으로 공기  질량에 1.2G를 고려한 1718.7N을 작용하 으로 

사용하 다. 원자로 응력보고서에는 원자로 기술시방서에 주어진 부력이 고려된 

CNS 자  하 을 고려하여 원자로 구조물을 해석한 것으로 단되며, 이 하 은 

계산된 값보다 보수 이다.

  (2) 수조내기기기 고정지지  라켓, 볼트  핀 평가

   고정지지 의 라켓, 볼트  핀의 조립형상과 해석을 한 주요 치수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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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 나타내었다. SSE 지진 발생으로 인한 수조내기기의 거동에 의한 하 은 수평

하 으로 수평 라켓에 고정된 두 핀에 달되며 침니 벽에는 수직 라켓과 두 볼

트에 의하여 연결된 backing plate와 침니벽 사이의 8개의 볼트에 의하여 하 이 

달된다. 따라서 주요 평가 치는 두 핀, 수평 라켓과 수직 라켓의 교차단면, 수

직 라켓을 고정한 두 볼트  backing plate와 침니의 하 달 부 가 된다.  

   고정지지 를 구성하고 있는 라켓, 볼트  핀은 모두 TP304 스테인리스강이

며 ASME Code Section II Part D의 물성치를 사용하여 ASME Code Section III 

NF-3322  NF-3324의 설계요건 만족여부를 평가한 결과, 모두 만족하 다. 계산

에서 보수 인 평가를 해 SSE 지진 발생시 수조내기기의 거동에 의한 수평하  

308.1N을 작용하 으로 사용하 다. 그림 3.1.6은 핀에 작용하는 단응력을 계산하

기 한 하   기하학  경계조건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3.1.7은 라켓의 수평

과 수직 의 연결부 단면이며, 평가를 한 하   기하학  경계조건을 나타내었

다.

그림 3.1.6 핀 평가용 기하학  형상/치수

그림 3.1.7 라켓 평가용 형상/작용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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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조내기기 착시험

    (1) 수조내기기 설치 방안

하나로 냉 성자원의 성능을 최 화 하기 해서는 CN 수직공과 수조내기기가 

빔튜  방향으로 최 한 착되어 경수층의 두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를 한 

방안으로 그림 3.1.8과 3.1.9와 같이 스 링을 이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어서 편

심 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 다. CN 수직공과 같은 형상으로 억지끼움으로서 편심

시켜 설치하여도 되지만 수조내기기의 설치  제거가 원활히 되기 해 스 링의 

힘을 이용한 개념으로 설계하 다.

그림 3.1.8 수조내기기 착을 한 경계 조건

그림 3.1.9 수조내기기 착을 한 스 링 장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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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험을 한 설계  제작

수조내기기 착시험을 하여 착시험 , CN 수직공, CN 수직공 랜지, 수조

내기기 장착 랜지, 수조내기기 모의용기를 설계  제작하 다. 착시험 는 원자

로 As-built 도면을 참고하여 설계 제작하 으며 CN 수직공은 실제형상을 모사하

여 제작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부, 수평빔부, 하부로 설계  제작하 고 실제형상을 

모사하기 해 각 부  마다 수직, 수평을 모사하기 한 치조  볼트를 설계  

제작하 다. CN 수직공 랜지는 As-built 도면을 참고하여 제작하 으며 수조내기

기 장착 랜지는 일 에 시험한 수조내기기 장착 시험 결과를 반 하여 그림 3.1.10

과 같이 내부 스 링 작동 개념을 반 하여 설계  제작하 다. 수조내기기 모의

용기는 수조내기기 장착 시험에 사용한 것을 사용하 다. 

그림 3.1.10 수조내기기 장착 랜지 설계도면

  (3) 시험결과

수조내기기 착시험에서 수조내기기 진공용기 제작 시 참조한 원자로 As-built 

도면에서 잘못된 치수를 참조함은 물론, 그림 3.1.11의 thickness-A를 고려하지 않

아 감속재용기의 cavity가 치하는 부분이 빔튜 의 심에 치하는 것이 아니라 

약 7cm 정도 상부에 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원자로 As-bulit 도면

에서 정확한 수치를 반 하여 진공용기의 길이를 변경하도록 설계를 변경하 다.  

한 thickness-A 부 가 용 으로 반사체탱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용  후 변



- 95 -

형이 발생하 고 두께를 맞추기 해 machining 작업을 수행한 계로, 그 두께가 

정확하게 30mm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원자로에서 실제 측정을 하 으며 측정결과 

33.6mm로 확인하 고, 그림 4의 705mm는 703mm, 500mm는 502mm로 확인하여 

진공용기 제작도면(그림 3.1.12)에 반 하 다. 

그림 3.1.11 As-built dimension of the CN hole

     

DD

C

그림 3.1.12 In pool Assembly Arrangement



- 96 -

장착된 스 링에 의해 진공용기의 이동거리가 설계요구치인 0.6mm 이상 이동하

는 것을 확인하 고, 진공용기의 이동방향은 상부 스 링만을 작용 하 을 때 약 

1.5°, 상/하부 동시 작용 하 을 때 약 11.5° 오차가 발생하 으며 이는 지지 의 스

링 작동 치의 치오차로 확인되어, 수조내기기 제작도면에 반 하 다.  한, 

장착 랜지  지지  내에 삽입되는 스 링의 상수(장착 랜지 : 0.8681 kgf/mm, 

지지  : 0.8391 kgf/mm)를 스 링 압축시험을 통해 결정하 다. 

  마. 수조내기기 설치  측정시험

수조내기기 설치  측정시험은 ‘07년 1월에 수행한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 설치 

 측정시험 결과를 토 로 상세 설계하 던 수조내기기 장착 라켓의 설계도면을 

검증하기 하여 장착/고정 라켓 제작한 후 원자로에 설치하여 수조내기기 착을 

한 스 링 작동으로 장착/고정 라켓의 간섭사항의 유무 확인하고, 더불어 원자로 

내 CN수직공의 깊이 측정 원자로 내  CN조사공 랜지의 수평도를 측정하기 

해 수행하 다. 

     (1) 장착/고정 라켓 설치  수조내기기 장착

고정 라켓을 침니 벽체에 설치한 다음 수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정 라켓과 

침니 벽체간의 간격을 확인한 결과 고정 라켓의 볼트 길이가 볼트 수용 공간보다 

길게 제작되어 고정 라켓 상단이 착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고정 라켓은 제

어  3번 lower track의 upper backing plate에 설치되는데, 도면 (Shimpack 

thickness, supplement data sheet, CT-02)을 확인한 결과, Upper Mounting 

backing plate의 두께는 19mm이며, 세 개 Shim plate(S1, S2, L)의 두께는 모두 

5.04mm로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고정 라켓 볼트의 길이는 볼트의 크기를 감안하여 23mm (나사부분 17mm, 가

이드부분 6mm)로 수정 가공하 고, 두개 볼트의 길이를 동일하게 수정하 다. 수정

된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 라켓 설치작업을 재 수행한 결과, 설계 의도 로 설치되

었으며 수 카메라를 이용한 착상태 확인에서도 완  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볼트 길이를 동일하게 가공하 으므로, 볼트 체결시 회  바퀴 수는 모두 

9-1/4 회 에서 체결되었다. 토크메타를 이용하여 M12볼트의 토크값(44.2 N.m = 

448 kgf.cm) 토크로 체결하 다.

수조내기기 장착 라켓에 한 마킹 작업을 재 수행하여 새로 측정된 치에 맞

도록 핀홀을 수정 가공 하 다. 마킹 치는 이 과 비교하여 고정 라켓 볼트 이격

거리와 동일한 오차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 다. 수정작업 후 수조내기기는 어려움 

없이 설치되었다. 조사공과 수조내기기 외경 유격으로 인해 핀 삽입시 수조내기기 

상단을 히 움직여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설치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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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랜지를 조사공 랜지에 체결하는 M20 볼트는 동서측의 길이가 서로 다르

게 제작되었음을 확인하 으나, 설치시험 결과에 미치는 향은 없었다.

     (2) CN수직공 깊이 측정

랜지 수평도 측정 그림 3.1.13의 #4번 치에서 조사공의 그리드 이트 상

과 랜지 상단 사이의 높이 1438.3mm로 측정되었다. 침니 베이스 이트에서 

랜지 상단까지의 높이는 AECL As_built 도면에서 199.7mm로 표기되어 있고, 반

사체 탱크 두께가 1205mm이므로 침니 베이스 이트의 두께는 도면상 두께

(30mm)와 달리 33.6mm임을 확인하 다. 

1 2

3 4

그림 3.1.13 CN수직공 깊이  수평도 측정 치

  (3) CN수직공 랜지 수평도 측정

그림 3.1.13의 CN수직공 치별 측정 결과는 서측이 동측보다 최  0.66mm 높

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2006년 12월에 측정된 결과(서측이 1.5mm 높음)와 값의 차

이는 있지만, 동측보다 서측이 높은 경향은 동일하다. 용 측정공구로 측정한 번

의 결과가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일 것이며, 랜지 수평도 편차가 크지 않으므로 

수조내기기 장착용 랜지 설계에 이를 반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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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조내기기 설계변경

  가. 수조내기기 건 성 재평가

수조내기기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해 진공용기와 

상부 의 기존의 조립방식인 나사 & 볼트 체결의 랜지 형식에서 이종 속 합

구를 이용한 상부 과의 진공용기의 용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 으며, 이에 따라 

진공용기의 건 성 평가를 재 수행하 다. 진공용기의 외압에 한 설계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Ⅲ Sub-section ND 3133와 ASME 

Code, Section Ⅱ, Part D, subpart 3에 근거하 으며, 상부용기와 하부용기 모두 허

용 외압이 설계 외압인 0.2 MPa보다 크므로 만족하 다. 진공용기는 수소-산소 반

응시의 최 압력인 30 bar(3 MPa)에서 변형이 0.5 mm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진

공용기 상부용기의 변형은 0.1447 mm, 하부용기의 변형은 0.0563mm로 모두 

0.25mm를 과하지 않는다.  

A

B

C

D

E

F

G
H

I

J

L

M

UPPER LOWER

G
U
I
D
E

K

            

Section Inside Node Outside Node

A(용접부) 36256 36541

B(용접부) 40411 40448

C(용접부) 32401 32911

D 25737 25736

E(용접부) 961 1267

F 922 1007

G(용접부) 327 326

H 3098 2883

I 3044 2876

J 9167 9639

K(용접부) 9136 9616

L 12511 12523

M 14351 14207

그림 3.2.1 진공용기의 응력을 고려한 단면

진공용기는 형상이 좌우 칭이기 때문에 1/2 부분 모델로 FE 모델링을 하 다. 

모델에 사용된 총 요소의 수는 39,148 개이고, 총 NODE의 수는 48,812 개이며  

SOILD45 요소를 사용하여 상세하게 표 하 다. 진공용기의 응력선형 차를 고려한 

단면은 그림 3.2.1에 나타내었는데, 용기의 두께 방향으로 4개의 요소를 생성하 다. 

수소 이  배 의 열교환기 상부 연결 지 에는 외부 하 을 용하기 해 강체요

소를 생성하 다. 경계조건은 진공용기 장  랜지의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 고, 

진공용기 상부의 guide가 있는 부분의 축 방향 자유도를 제외한 모든 자유도를 구

속하 다. 하부의 지지 은 수평방향 자유도를 구속하 다. 한 칭면에 칭 경



- 99 -

계조건을 용하 다. 진공용기의 유한 요소 모델과 경계조건은 그림 3.2.2에 나타

내었으며 구조해석을 한 유한 요소 모델링과 해석은 ANSYS 10.0을 이용하 다. 

진공용기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Ⅲ Sub-section 

ND, 1998 Edition, 2000 Addenda의 설계 요건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 으며 상응하

는 조건에 해서 ASME에서 규정하는 응력한도를 만족하 다. 최 응력 단면과 

값은 표 3.2.1과 같다.

1

X

Y

Z

                                                                                

NOV 19 2007
16:32:06

ELEMENTS

MAT  NUM

U
ROT
ACEL

1

X

Y

Z

                                                                                

NOV 19 2007
16:32:37

ELEMENTS

MAT  NUM

U
ROT
ACEL

1

X

Y

Z

                                                                                

NOV 19 2007
16:32:50

ELEMENTS

MAT  NUM

U
ROT
ACEL

1

X

Y

Z

                                                                                

NOV 19 2007
16:33:01

ELEMENTS

MAT  NUM

U
ROT
ACEL

그림 3.2.2 진공용기의 유한 요소 모델  경계조건

 표 3.2.1 응력해석 결과 요약 

Service Section Condition Position Stress (Pa) Allowable Stress(Pa)

Design Condition
C σm 1.0554E+07 S=4.0679E+07

E σm+σb outside 1.9011E+07 1.5S=6.1019E+07

Level A
C σm 6.2015E+06 S=4.0679E+07

E σm+σb outside 1.1096E+07 1.5S=6.1019E+07

Level B
C σm 6.2293E+06 1.10S=4.4747E+07

E σm+σb outside 1.1168E+07 1.65S=6.7120E+07

Level D
C σm 7.1086E+07 2.0S=8.1358E+07

E σm+σb outside 7.7683E+07 2.4S=9.7630E+07

Test Condition
H pm 1.7079E+07 0.9Sy=2.1719E+08

E pm+pb outside 2.5201E+07 1.35Sy=3.2578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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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재용기는 18K의 극 온이고 진공용기는 323K 이하의 수조 내에 있으므로 

복사에 의한 열응력을 고려해야 한다. 한 방사선 환경이기 때문에 방사선에 의한 

발열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3.2.3에서와 같이, 복사와 내부 열원에 의한 진공용기

의 최  열응력은 0.0699 MPa로 체 응력의 약 0.1%이다. 따라서 열응력이 거의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 해석에서는 복사와 내부 발열에 의한 열응력의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1

MN MX

XY

Z

                                                                                
323

334.111
345.223

356.334
367.446

378.558
389.669

400.781
411.892

423.004

JUL 19 2006
10:07:08

NODAL SOLUTION

STEP=5
SUB =10
TIME=14544
TEMP     (AVG)
RSYS=0
SMN =323
SMX =423.004

1

MN

MX

XY
Z

                                                                                
.668E-04

.007822
.015577

.023332
.031087

.038842
.046597

.054352
.062107

.069862

JUL 19 2006
10:03:06

NODAL SOLUTION

STEP=3
SUB =1
TIME=3
SINT     (AVG)
DMX =.965579
SMN =.668E-04
SMX =.069862

그림 3.2.3 복사와 내부 열원에 의한 열 달 해석 & 열응력 해석(Upset Event 1)

  나. 감속재용기와 용 되는 이종 속 합 구의 건 성 평가

 감속재용기 상부 목에 용 되는 이종 속 합 구의 가장 바깥쪽 외경은 φ 65 

mm, 내경은 φ 34 mm, 길이는 100 mm이며, 그림 3.2.4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이

종 속 합 구는 형상이 축 칭이기 때문에 2차원 축 칭 모델로 유한요소 모델

링을 하 다. 한, 이종 속의 계면은 완 히 합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모델에 사용된 총 요소의 수는 2,565 개이며, 열 달 해석은 PLANE55 요소를 사용

하 고, 응력해석은 PLANE42 요소를 사용하 으며 형상은 동일하다. 각각의 형상

과 유한 요소 모델은 그림 3.2.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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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4 이종 속 합 구의 치수  형상

X

Y

Z X

Y

Z X

Y

Z X

Y

Z

pres

UY=0

Blow-off load

        그림 3.2.5 이종 합 구의 유한요소 모델  경계조건

  열 달 해석의 경계조건은 보수 으로 내부는 도만을 고려하 고, 외부는 단열

로 가정하여 시간에 따라 내부의 온도가 변화하는 과도 열 달 해석을 수행하 다. 

열응력 해석의 경계조건은 수소이송배 과의 연결부 를 길이방향으로 구속하여 해

석하 다. 한, 압력에 의한 응력해석 경계조건은 수소이송배 과의 연결부 는 길

이방향의 자유도를 구속하 고, 감속재 용기와의 연결부 는 내부의 압력에 기인하

는 blow-off load를 고려하여 해석하 다. 열 달 해석과 응력해석은 ANSYS 10.0

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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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속 합 구의 과도 열 달 해석 입력 자료는 그림 3.2.6과 같다. 해석을 수

행한 결과 8400 에서 단면의 온도 구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두께 방향의 온도 

구배는 Al 5083에 비해 열 도율이 낮은 SA182 F316L에서 크게 나타났다. 18 K에

서의 열 도율 비는 아래에 나타내었다. 

열 도율 비 Al 5083 : SA182 F316L = 7.7 : 1

1

MN

MX

X

Y

Z

                                                                                
18

18.364
18.727

19.091
19.454

19.818
20.182

20.545
20.909

21.272

JAN  9 2008
14:57:06

NODAL SOLUTION

STEP=141
SUB =1
TIME=8400
TEMP     (AVG)
RSYS=0
SMN =18
SMX =21.272

1

MX

                                                                                
18

18.364
18.727

19.091
19.454

19.818
20.182

20.545
20.909

21.272

JAN  9 2008
15:01:20

NODAL SOLUTION

STEP=141
SUB =1
TIME=8400
TEMP     (AVG)
RSYS=0
SMN =18
SMX =21.272

그림 3.2.6 이종 속 합 구의 과도 열 달 해석(t=8400s)

그림 3.2.7은 최 응력강도를 나타낸 것인데, 이것은 8400 에서의 열응력과 152 

kPa의 압력이 조합된 것이다. 그림 3.2.8은 같은 조건에서 변형률 강도를 나타낸 것

이다. 이종 속의 계면에서 높은 응력 양상을 보 는데, 이는 열팽창 계수와 탄성계

수의 차이가 주요인인 것으로 단된다. 온도가 323 K에서 18 K로 하강하면서 열

팽창 율이 높은 Al 5083은 많이 수축하고, 이보다 열팽창 율이 낮은 SA182 F316L

은 게 수축한다. 따라서 이종 속의 계면에서 SA182 F316L 부분은 압축응력이 

발생하고 Al 5083 부분에서는 인장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같은 계면에서 탄성계

수값이 Al 5083 보다 높은 SA182 F316L에서 더 높은 응력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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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

M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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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423204

.676E+08
.135E+09

.202E+09
.269E+09

.336E+09
.403E+09

.470E+09
.537E+09

.605E+09

JAN  9 2008
15:09:19

NODAL SOLUTION

STEP=12
SUB =1
SINT     (AVG)
DMX =.387E-03
SMN =423204
SMX =.605E+09

1

MX

                                                                                
423204

.676E+08
.135E+09

.202E+09
.269E+09

.336E+09
.403E+09

.470E+09
.537E+09

.605E+09

JAN  9 2008
15:09:33

NODAL SOLUTION

STEP=12
SUB =1
SINT     (AVG)
DMX =.387E-03
SMN =423204
SMX =.605E+09

그림 3.2.7 이종 속 합 구의 최 응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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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N

MX

X

Y

Z

                                                                                
.524E-05

.707E-03
.001409

.00211
.002812

.003514
.004215

.004917
.005619

.006321

JAN  9 2008
17:42:38

NODAL SOLUTION

STEP=12
SUB =1
EPTOINT  (AVG)
DMX =.387E-03
SMN =.524E-05
SMX =.006321

1

MX

                                                                                
.524E-05

.707E-03
.001409

.00211
.002812

.003514
.004215

.004917
.005619

.006321

JAN  9 2008
17:42:49

NODAL SOLUTION

STEP=12
SUB =1
EPTOINT  (AVG)
DMX =.387E-03
SMN =.524E-05
SMX =.006321

그림 3.2.8 이종 속 합 구의 Total Strain Intensity

그림 3.2.9  3.2.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형상이 격히 변화하는 A와 B에서 

C와 비교하여 큰 응력이 발생하는 응력집 이 발생하 다. 이것은 한 면만 평행하

게 되어 있는 C에 비해서 2면 이상이 고리모양으로 되어 있는 A와 B에서 

많은 구속이 발생하여 큰 변형률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응력집 이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A와 B의 형상이 좀 더 완만해 진다면 응력집 이 완화될 것으로 

단된다. 18 K에서의 열팽창 계수 비와 탄성계수 비는 다음과 같다. 

열팽창 계수 비 Al 5083 : SA182 F316L = 1.8 : 1  

탄성계수 비  Al 5083 : SA182 F316L = 1 : 2.6

 

그림 3.2.9 Total Strain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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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Condition Position
Stress 

Intensity (Pa)

Design Stress

Intensity (Pa)

B

(SA182 F316L)
P + Q

Inside 1.4157E+08
3Sm=3.4542E+08

Outside 5.5512E+07

C

(Al5083)
P + Q

Inside 1.7475E+08
3Sm=2.7510E+08

Outside 1.7723E+08

X

Y

Z

B

C

SA 182 F316L 
최대응력지점

AL 5083
최대응력지점

A

D

              

Section
Inside

Node

Outside 

Node

A 1596 1621

B 2300 2319

C 351 271

D 2 32

그림 3.2.10 응력 평가 단면

피로해석을 해 이종 속 합 구에 사용된 Al 5083의 최  평균 응력을 고려

한 S-N 선도는 CODE CASE N-519의 Al 60601 T6를 용하 다. 그림 17과 18은 

Al 6061-T6와 SA 182 F316L의 S-N 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발생횟수는 보수 으

로 1600회를 용하 다. 표 2. 응력해석 결과 요약, 표 3은 이종 속 합 구의 

피로계수(Cumulative Usage Factor)를 나타낸 것인데, 최 값은 단면 C의 최

응력 발생 지 에서 1.18929의 값을 보 다.  따라서 ASME Code의 허용치 1을 만

족하기 해서는 발생횟수가 1340회로 제한되어야 한다.  

표 3.2.2 응력해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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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피로해석 결과 요약

Condition Section Position CUF ALLOWABLE

Fatigue C Mid side 1.18929 1

그림 3.2.11 Al 6061-T6의 S-N 선도

   그림 3.2.12 SA182 F316L의 S-N 선도

  다. 수조내기기 구조물 지지체(내부간격체) 설계  향평가

수조내기기의 구조  건 성 측면에서 내부 구조물과 진공용기 사이의 간격체는 

내부 구조물의 상  치를 고정함과 아울러 수조내기기 체의 동 인 거동을 

단단하게(rigid) 하여 지진 등의 동하 에 잘 견딜 수 있게 한다.  설계된 2개의 

열교환기 간격체와 2개의 연결배  간격체, 그리고 이를 지지하기 한 간격체 지

지 에 의해 발생되는 핵발열량  비핵발열량이 다소 크며, 수조내기기 자체의 무

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필수 으로 필요한 지지체의 개수와 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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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해 향평가를 수행하 다. 하나로 SAR 11.6.5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의 

11.6.5.1 (개요)에는 “부품의 설치와 내부 건 성을 해 4개의 간격체가 설치되어

있으며 간격체는 진공용기의 내부 형상과 동일하게 설계되며 진공용기의 상부 랜

지에 지지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11.6.5.2.3 (구조해석) 에는 “수조내기기의 내진

해석  정상운 해석을 한 연계하 계산을 하여 모달해석을 수행한 결과 고유

진동수가 등가정 해석기 (33Hz)을 과하므로 등가정 해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

하여 내진해석을 수행하 고 수조내기기의 각 기기에 한 지진하   정상운 하

을 산출하여 각 기기의 해석에 반 하 다”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될 경우에 수조내기기 체의 고유진동수에 한 향 평가가 기본 으로 필요하므

로 하나로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 내진해석  열 해석(문서번호,  

HAN-CNS-310-DC-G001)의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몇 가지 경우의 고유진동수를 

구한 후, 구조물의 동  거동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

 

그림 3.2.13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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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에서 내부간격체는 열교환기 상부 간격체, 열교환기 하부 간격체, 연

결배  상부 간격체, 연결배  하부 간격체(감속재용기 상부 간격체)가 있다. 하나

로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 내진해석  열 해석 문서에서는 이 네 부 에서 내부 

구조물과 진공용기 사이를 커 링 시키는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해석 결과 1

차 고유진동수가 약 72 Hz이며, 진공용기를 제거한 내부구조물만의 1차 고유진동수

는 약 120 Hz로 나타나 모두 33 Hz를 과하기 때문에 등가정 해석을 수행하 으

며 보수 으로 두 수평방향으로 각각 1G, 수직방향으로 자 을 포함하여 2G의 가

속도 하 을 용하 었다. 

모드해석은 아래 결과에 보인 일곱 가지 경우에 하여 수행하여 1차 고유진동

수를 구하여 보았으며, 각 경우에 한 1차 고유진동수는 다음과 같다.

① 열교환기 하부 간격체와 연결배  하부 간격체가 있는 경우: 67.5Hz

② 연결배  하부 간격체만 있는 경우: 19Hz

③ 열교환기 하부 간격체와 스 링식 연결배  하부 간격체(6개의 5mm 길이 

스 링, 스 링 상수 40,000 N/m)가 있는 경우: 35.1Hz

④ 열교환기 하부 간격체와 스 링식 연결배  하부 간격체(3개의 5mm 길이 

스 링, 스 링 상수 70,000 N/m)가 있는 경우: 33.5Hz

⑤ 연결배  상,하부 간격체가 있는 경우 (  치): 41.1Hz

⑥ 스 링식 연결배  상, 하부 간격체 (3개의 5mm 길이 스 링, 스 링 상수 

70,000 N/m)가 있는 경우 (상부 간격체를 로 이동): 20.6Hz

⑦ 스 링식 연결배  상, 하부 간격체 (3개의 5mm 길이 스 링, 스 링 상수 

500,000 N/m)가 있는 경우 (상부 간격체를 로 이동): 35.8Hz (모드형상 

그림 3.2.14 참조)

1

MN MX

XY

Z

                                                                                
0

.0256
.051199

.076799
.102398

.127998
.153597

.179197
.204796

.230396

JUL  4 2007
17:29:52

NODAL SOLUTION

STEP=1
SUB =1
FREQ=35.781
USUM     (AVG)
RSYS=0
DMX =.230396
SMX =.230396

그림 3.2.14  1차 고유 진동 모드 형상 - ⑦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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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첫 번째 경우인 열교환기 하부 간격체와 감속재용기 상부 간격체가 있는 경

우 1차 고유 진동수 67.5 Hz는 기존 설계의 72 Hz와 큰 차이가 없으며 33 Hz 이상

이어서 구조  건 성에는 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경우인 연결배  하

부 간격체만 있는 경우에는 1차 고유 진동수는 19 Hz로서 33 Hz 이하이기 때문에 

동  내진해석의 수행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수조내기기의 각 기기에 한 지진하

의 변경이 상되어 설계 변경안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열교환기 하부 간격체

와 스 링식 연결배  하부 간격체가 있는 경우, 1차 고유 진동수는 간격체의 스

링상수 값에 따라 다르며, 에서 용한 정도의 스 링 상수, 길이  개수의 스

링을 사용할 경우, 33 Hz 이상이어서 기존의 내진해석 결과  기타 구조해석 결과

에 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만약 열교환기 하부 간격체도 스 링식으로 할 경우

는 1차 고유 진동수가 33 Hz 이하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상된다. 연결배  상,하

부 간격체가 있는 경우는 1차 고유진동수가 41.1 Hz로서 33 Hz 이상이어서 구조  

건 성에는 향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여섯 번째 경우인 스 링식 연결배  상,하

부 간격체(3개의 5mm 길이 스 링, 스 링 상수 70,000 N/m)가 있는 경우에는 1차 

고유진동수는 20.6 Hz로서 33 Hz 이하이기 때문에 동  내진해석의 수행이 요구되

며, 이에 따라 수조내기기의 각 기기에 한 지진하 의 변경이 상된다. 마지막으

로 스 링식 연결배  상,하부 간격체(3개의 5mm 길이 스 링, 스 링 상수 

500,000 N/m)가 있는 경우 1차 고유진동수는  35.8 Hz로서 33 Hz 이상이어서 구조

 건 성에는 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상의 고유진동수 평가 결과에 

의할 때 ①, ③, ④, ⑤, ⑦ 경우가 구조  건 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⑦의 

경우 스 링 상수가 매우 큰 것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용 가능성을 검토

해보아야 할 것이다.  스 링 간격체를 쓰는 경우 ③과 같이 6개의 스 링을 쓰는 

것이 구조 인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수조내기기 자체 무게 감

량  발열량 최소화를 한 설계변경은 연결배  주 에 두 개의 간격체를 두되, 

재 치에서 약간 변경(상부간격체를 열교환기측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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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조내기기 제작

  가. 제작공정

수조내기기는 감속재용기, 열교환기, 이송배 , 극 온부품, 진공용기, 원자로 설

치용 랜지  냉 성자원 시설계통과 연결되는 4개의 이 배 으로 구성된다. 수

조내기기의 제작은 5차년도에 착수되었으며, 6차년도에는 제작사가 제출한 제작도

면, 차서  품질 련 문서에 한 검토와 승인을 완료하 으며, 이후에 자재인수

검사, 단품 제작검사, 조립체 제작검사  성능검사 과정을 통해 제작된 수조내기기

가 설계요건과 성능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수조내기기는 원자로가 장

기 정지되는 2009년 5월부터 설치 착수하여 2009년 7월까지 냉 성자원 시설계통과

의 연결과 설시험을 완료할 정이다. 

    (1) 감속재용기

감속재용기는 Al 6061-T6의 재질로 제작되며, 그림 3.3.1과 같이 Outer Cell 

Top, Outer Cell Bottom, Outer Cell Middle 부분의 단품이 선삭과 Wire Cutting으

로 제작하 고, 치수검사 합격 후 자빔(Electron Beam) 용 을 이용하여 조립하

다. 감속재용기는 성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해 두께 1mm의 박 으로 제작하

고, 제작과 용 과정에서 균일한 두께와 진원도를 확보하고 용 비드의 균일성 

확보를 해 비 제작과정을 통해 제작공정을 확립하여 고품질의 감속재용기를 제

작 완료하 다. 한, 감속재용기는 극 온 기 성능  내구성 시험, 용 부 비

괴검사에서 설계요건상 합격기 을 충족하 으며, 알루미늄 합 의 재료  특성을 

감안하여 감속재용기의 내외부 표면은 산화방지막을 코 하 다. 그림 3.3.2는 감속

재용기의 제작도면이다. 

Outer Cell 

Top
Outer Cell Middle

Outer Cell Bottom 감속재용기  조립

그림 3.3.1 감속재용기 구성품  조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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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본 기기는 안전등급 3, 품질등급 Q, 내진등급 I 의 구조물로 아래의 규격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1)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 Section III, Division 1,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or KEPIC MN)
2) Section III,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 Division 1, Subsection ND-Class 3 
  Components. (or KEPIC MND)
3)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 Section VIII, Division 1, Rules for Construction
  of Pressure Vesseles. (or KEPIC MGB)
4) Section IX, Welding and Brazing Qualiffications. (or KEPIC MQ)

NO. Drawing  Number Title Material

1

Outer Cell Bottom

2 Outer Cell Top

3

Outer Cell Middle

Q'TY

1

H.S.H K.J.S.L.D.C. J.M.H.

MOO JIN KEE YEON CO., LTD.

1

1

  ASME SB 221, AL6061-T6

  ASME SB 221, AL6061-T6

  ASME SB 221, AL6061-T6

HAN-MC-DW-DD-311-08-100

HAN-MC-DW-DD-311-08-200

HAN-MC-DW-DD-311-08-300

H.S.H K.G.B.L.D.C. J.M.H.

그림 3.3.2 감속재용기 제작도면

    (2) 열교환기

열교환기는 STS-304L 재질로 6개 단품 조립체로 구성되며, 각 단품 조립체는 

TIG 용 으로 제작되었다. 열교환기 Baffle은 당  용 으로 설계되었으나, Tube와 

Baffle을 용 할 경우 열변형에 의한 뒤틀림 상 발생이 상되어 용  신 볼트

체결 형식으로 설계변경하 다. 그림 3.3.3.과 같이 제작 완료된 열교환기는 상온 기

시험과 극 온 기 시험  극 온 극한시험에서 설계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

인하 다. 열교환기는 진공용기 내부에 설치되므로 열교환기 외부표면을 해연마

(EP) 처리하여 진공용기의 진공배기 속도를 증 시켰다. 그림3.3.4는 열교환기의 제

작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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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열교환기 제작  비 괴검사 모습

H.S.H K.J.S.L.D.C. J.M.H.

MOO JIN KEE YEON CO., LTD.

H.S.H K.G.B.L.D.C. J.M.H.

그림 3.3.4 열교환기 제작도면

    (3) 진공용기

진공용기는 수조내기기 조립체 구성품을 내부에 수용하고 원자로 반사체탱크와 

압력경계를 유지하기 해 그림 3.3.5와 같이 압력용기(Al 6061-T6)로 제작되었다. 

진공용기의 설계압력은 5 bar이지만, 수소 폭굉 사고시 원자로 구조물의 건 성 확

보를 해 사고압력 30 bar로 제작되었다. 진공용기 내부에는 감속재용기와 열교환

기가 설치되며, 진공용기 외측 상부에는 극 온 이 배 인 액화헬륨 공 /회송 배

과 수소공   진공배기용 이 배 이 설치된다. 진공용기를 원자로 침니벽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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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체 탱크에 고정하기 해 Fixing Bracket Ass'y, Vacuum Chamber Flange 

Ass'y, Joint Flange Ass'y, Central Rod Ass'y 등의 단품 조립체가 추가로 구성된

다. 각 단품 조립체는 원자로 구조물과 동일한 STS 304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진공

용기와 볼트 체결로 조립되었다. 한편, AL 6061-T6로 제작된 진공용기와 STS 

304L로 제작된 진공용기 외측상부에 이 배  용 을 해 이종 속 구(AL 

6061-T6/STS 304L)를 사용하 다. 진공용기는 원자력 안 등 에 해당되어 ASME 

Sec. III ND의 기술기 을 용하고 있는 반면, 이종 속 구는 동일한 코드요건으

로 생산되는 상용품을 구매할 수 없어 수조내기기 제작과정  가장 어려움을 겪었

던 부분이다. 이종 속 구는 랑스의 Thevenet & Clerjounie사에서 세계에 독

 공 하고 있는 품목으로 ASME Sec. VIII 일반 압력용기 기술기 으로 제품성

서가 발행된다. 비안 등  부품 사용에 한 설계변경을 추진하기 해 수조내

기기 구조해석 결과와 이종 속 구 수압시험  헬륨 설시험 결과를 근거로 비안

등 이지만 수조내기기와 원자로의 구조건 성에 미치는 향이 없음을 증명하여 

규제기 으로부터 안 등  조립체에 비안 등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수조내기

기 설계변경 승인을 획득하 다. 그림 3.3.6은 진공용기의 제작도면이다.

그림 3.3.5 진공용기 제작 완료  수조내기기 기 시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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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H K.J.S.L.D.C. J.M.H.

MOO JIN KEE YEON CO., LTD.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S.H K.G.B.L.D.C. J.M.H.

그림 3.3.6 진공용기 제작도면

    (4) Joint/Fixing Bracket Assembly

Joint/Fixing Bracket Assembly는 수조내기기를 원자로 침니 외벽에 고정시키는 

라켓으로 STS 304 재질로 제작되었다. 수조내기기 원자로 장착실험에서 획득한 

1)Joint Bracket 과 Fixing Bracket(그림 3.3.7)의 핀홀 치, 2) Fixing Bracket(그

림 3.3.8)과 원자로 침니 외벽의 간섭  볼트길이 등을 반 하여 제작 완료하 다.

    (5) 이종 합 구

이종 합 구는 진공용기 상부와 감속재용기 상부에 용 되며, 이종 합 구를 

사용하는 목 은 Al6061-T6의 재질로 구성되는 진공용기와 감속재용기를 스테인리

스 스틸 재질로 구성되는 열교환기와 진공용기 Top Plate를 용  조립하기 함이

다. 그림 3.3.9와 같은 이종 합 구는 감속재용기와 진공용기의 용 부 의 치수 

 설계압력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구성되는 재질은 감속재용기는 STS 316L / 

Al 6061-T6, 진공용기는 STS 304L / Al 6061 -T6의 재질로 구성된다. 

   감속재용기, 열교환기, 진공용기, 상부 , 이 배  등의 수조내기기 구성품을 조

립하여 비 괴검사와 공압시험, 설시험, 극한시험  세정작업을 수행하여 그림 

3.3.10과 같은 수조내기기의 설계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 고, 이를 통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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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내기기 제작을 완료하 다. 

H.S.H K.J.S.L.D.C. J.M.H.

MOO JIN KEE YEON CO., LTD.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S.H K.G.B.L.D.C. J.M.H.

그림 3.3.7 Joint Bracket Assemnbly 제작도면

2

Fixing Bracket

H.S.H K.J.S.L.D.C. J.M.H.

MOO JIN KEE YEON CO., LTD.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3

5
1

Spring Washer

34 6

3

 Joint Bolt Lock Cap

 Joint Bolt

 Joint Bolt Lock Nut

 Joint Pin
 Fixing Bracket 

 Fixing Bracket 

 Fixing Bracket 

 Fixing Bracket 

H.S.H K.G.B.L.D.C. J.M.H.

그림 3.3.8 Fixing Bracket Assembly 제작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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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감속재용기와 진공용기 조립용 이종 합 구 모습

   

그림 3.3.10 수조내기기 체 조립도

  나. 설계변경

    (1) Top Plate

수조내기기의 Top Plate는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하 으나, 이 배 의 

제작 두께와 용 비드 간섭으로 인해 4개의 이 배 을 진공용기 Top Plate에 수용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림 3.3.11과 같이 설계변경 하 다. 설계코드에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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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각 배 간 용 각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각 용  비드의 상호 간섭을 방지하

기 해서 이 배 의 용 치를 그림 3.3.12와 같이 변경하 다. 진공용기 Top 

plate와 이 배 에 한 시험제작을 통해 제작가능성을 확인하 고, 최종 으로 설

계변경을 확정하 다.

A

A

B B

A

A

B B

그림 3.3.11  설계 변경 /후 Top Plate 상부 단면도

그림 3.3.12 Top Plate에 용  조립되는 배  형상  용 부  형상

    (2) Central Rod Assembly

   Central Rod Assembly는 원자로 내부의 CN 수직공의 빔포트 방향으로 수조내



- 117 -

기기를 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STS 304의 재질로 구성된다. 년도 수조내기

기 장착실험에 사용한 Central Rod Assembly의 형상은 실험 이후 모의 시험체와 

원자로의 실제 환경이나 조건이 다를 것을 비  성능향상을 하여 그림 3.3.13

과 같이 설계 변경하 다. 

4
2

3

4
2

3

그림 3.3.13  Central Rod Assembly 변경 ․후 형상

    (3) 온연결 배

   수조내기기에 연결되는 온배 은 헬륨냉동기에서 수조내기기로 헬륨을 공 하

는 배 과 수조내기기에서 헬륨냉동기로 헬륨을 회수하는 배 으로 구성된다. 온

연결 배 의 주요기능은 온의 헬륨 공   회수시 배 이 수축되는 것을 고려한 

수조내기기와 온배 의 연결 부 에 Bayonet을 설치하 으며 배 의 자유도를 

고련한 배  간부 의 약 6m 구간을 유연배 으로 설계하 다. 그림 3.3.14와 같

이 온 연결배 은 STS 304L/316L로 구성되며 배 에 열침입량을 최소화하는 구

조인 외부 진공으로 보호한 이 배 으로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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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제작된 온연결 배  형상

    (4) 설감지용 랜지 제작  검사

     (가) 설감지용 랜지 제작 

   수조내기기에 연결되는 수소배 은 수소버퍼탱크에서 수조내기기로 상온의 수소

를 공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원자로 수조내부에 설치되는 수소  진공배 은 원

자로 내부의 배  설치경로와 설치/제거시 배 의 자유도를 고려하여 유연배 으로 

설계되었다. 유연배 은 원자로 수조에서 냉 성자원 시설계통의 이 배 과 랜

지로 연결되는데, 수소/진공배  연결 랜지에서 설 상을 감지하기 해 헬륨가

스 블랭킷을 이용한 설감지용 랜지로 설계/제작하 다. 

   

그림 3.3.15 제작된 설감지용 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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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감지용 랜지의 기념은 이 배 용 랜지 단면의 계통 내외부 경계로 작

용할 수 있는 치에 헬륨가스를 180 kPa(a)를 공 하고, 헬륨가스 공 라인에 압

력계를 설치하여 충 된 헬륨가스의 압력변화를 감시하는 개념이다. 압력감시를 

해 수소와 진공배 에 압력계가 각각 설치된다. 이러한 압력변화 감시가 가능한 이

배 용 랜지는 상용품으로 공 되지 않으므로, 설계요건을 반 하여 개념설계

와 시제품을 생산하 고, 압력감시 기능요건에 한 확인을 통해 그림 3.3.15와 같

이 설감지용 랜지를 제작 완료하 다.

     (나) 설감지용 랜지의 헬륨 설시험

   유연배  제작, 조립  설치를 하여 새롭게 구상한 랜지에 하여 기  건

성을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헬륨 설시험을 하여 건 성을 확인하는데 목 이 

있다. 그림 3.3.16은 유연배  랜지에 한 제작도면 이며, 헬륨 설시험은 ㈜ 무

진기연 측정실에 수행하 다. 시험 조건은 진공도 10
-5
torr, 상온에서 오링부 상시 

압력 1.8bar, 헬륨 충진부 압력 1.8bar, 수소유동부 압력 3bar으로 시험을 하 다. 

 

그림 3.3.16 유연배  랜지 제작도면

   이  시험에서 설이 발생하여 오링이 되는 랜지 양면을 0.8S 정도의 조

도로 랩핑을 한 후 설시험을 다시 수행하 다. 그림 3.3.17과 같이 시험용풀랜지

에 벨로즈와 연결구 등을 사용하여 헬륨 설감지기와 고진공펌 를 연결하 다. 시

험용 랜지의 오링부와 헬륨충진부에 헬륨을 1.8bar로 충진한 후, 수소부에 하여 

고진공펌 와 헬륨 설감지기의 펌 를 이용하여 진공배기를 시켰다. 10-5 torr까지 

진공배기를 시킨 후 헬륨 베에서 호스를 이용하여 랜지 오링조립부에 헬륨을 

분사한 결과 헬륨이 감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실험은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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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 유연배  랜지 헬륨 설시험-1

   그림 3.3.18와 같이 시험용풀랜지에 벨로즈와 연결구 등을 사용하여 헬륨 설감

지기와 고진공펌 를 연결하 다. 시험용 랜지의 오링부에 헬륨을 1.8bar로 충진하

고, 수소유동부에 헬륨을 3bar로 충진한 후, 헬륨충진부에 하여 고진공펌 와 헬

륨 설감지기의 펌 를 이용하여 진공배기를 시켰다. 10-5 torr까지 진공배기를 시

킨 후 헬륨 베에서 호스를 이용하여 랜지 오링조립부에 헬륨을 분사하 다. 이

 실험에서 여러 번 헬륨 설이 반복 발생하 으나 그림 3.3.19와 같이 오링부에 

랩핑작업을 통하여 표면조도를 향상시킨 결과 그림 3.3.20과 같이 2.9 10-10 정도로 

헬륨이 감지 되지 않았다. 

그림 3.3.18 유연배  랜지 헬륨 설시험-2

그림 3.3.19 랩핑작업 후 오링부 표면조도



순번 제품명 도면번호

1 In Pool Assembly Arrangement HAN-MC-DW-GA-300-08-000

2 In Pool Assembly Arrangement HAN-MC-DW-GA-300-08-001

3 In Pool Assembly HAN-MC-DW-GA-310-08-001

4 Cavity Type Moderator Cell Assembly HAN-MC-DW-GA-311-08-000

5 Cavity Type Moderator Cell Assembly After Test HAN-MC-DW-GA-311-08-001

6 Outer Cell Middle HAN-MC-DW-DD-311-08-100

7 Outer Cell Top HAN-MC-DW-DD-311-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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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 헬륨 설감지

    (5) 수조내기기 제작 설계  차

   수조내기기 제작을 하여 작성된 제작도면은 140매 이상으로 

- 수조내기기 제작도면 71매

- 감속재용기 제작도면 6매

- 열교환기 제작도면 14매

- 진공용기 제작도면 40매

- 이 배  제작도면 8매 외에도

- 수조내기기 배치도면, 공구류 등이 있으며, 수조내기기 도면 목록을 표 

3.3.1에 나타냈다.  

제작 차서/건 성 확인 시험 차서 15건이 작성되었으며 표 3.3.2에 나타냈다. 

표 3.3.1 수조내기기 제작도면 목록



8 Outer Cell Bottom HAN-MC-DW-DD-311-08-300

9 Bi-Metallic Transition Joint(DN40 BW BW) HAN-MC-DW-DD-312-08-100

10 Heat Exchanger Assembly HAN-MC-DW-GA-313-08-000

11 Body Assembly HAN-MC-DW-GA-313-08-100

12 Shell HAN-MC-DW-DD-313-08-101

13 Tube Sheet HAN-MC-DW-DD-313-08-102

14 Tube Sheet HAN-MC-DW-DD-313-08-103

15 Baffle Plate HAN-MC-DW-DD-313-08-104

16 He Inlet Pipe HAN-MC-DW-DD-313-08-105

17 He Outlet Pipe HAN-MC-DW-DD-313-08-106

18 Upper Plenum HAN-MC-DW-DD-313-08-200

19 Lower Plenum HAN-MC-DW-DD-313-08-300

20 Transfer Tube Assembly HAN-MC-DW-GA-313-08-400

21 Liquid H2 Inlet of Lower Plenum Detail HAN-MC-DW-DD-313-08-401

22 H2, He Gas Inlet Port Assembly HAN-MC-DW-GA-313-08-500

23 Bottom Plate of Lower Plenum HAN-MC-DW-DD-313-08-600

24 Vacuum Chamber Assembly HAN-MC-DW-GA-314-08-000

25 Vacuum Chamber Upper Body HAN-MC-DW-DD-314-08-101

26 Bi-Metallic Transition Joint(DN41 BW BW) HAN-MC-DW-DD-314-08-102

27 Vacuum Chamber Joint Plate HAN-MC-DW-DD-314-08-103

28 Vacuum Chamber Lower Body HAN-MC-DW-DD-314-08-104

29 Vacuum Chamber Lower Cap HAN-MC-DW-DD-314-08-105

30 IPA Joint Bracket Assembly HAN-MC-DW-GA-314-08-200

31 Joint Bracket -Right HAN-MC-DW-DD-314-08-201

32 Joint Bracket -Left HAN-MC-DW-DD-314-08-202

33 Joint Bracket Joint Bolt HAN-MC-DW-DD-314-08-203

34 Fixing Bracket Assembly HAN-MC-DW-GA-314-08-300

35 Fixing Bracket HAN-MC-DW-DD-314-08-301

36 Fixing Bracket Joint Bolt HAN-MC-DW-DD-314-08-302

37 Fixing Bracket Joint Bolt Lock Cap HAN-MC-DW-DD-314-08-303

38 Fixing Bracket Joint Bolt Lock Nut HAN-MC-DW-DD-314-08-304

39 Fixing Bracket Joint Pin HAN-MC-DW-DD-314-08-305

40 Vacuum Chamber Flange Assembly HAN-MC-DW-GA-314-08-400

41 Vacuum Chamber Flange HAN-MC-DW-DD-314-0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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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osition Pin HAN-MC-DW-DD-314-08-402

43 Joint Bolt HAN-MC-DW-DD-314-08-403

44 Lock Cap HAN-MC-DW-DD-314-08-404

45 Lock Nut HAN-MC-DW-DD-314-08-405

46 IPA Joint Flange Assembly HAN-MC-DW-GA-314-08-500

47 Joint Flange HAN-MC-DW-DD-314-08-501

48 Joint Flange Joint Bolt HAN-MC-DW-DD-314-08-502

49 Position Pin HAN-MC-DW-DD-314-08-503

50 Position Key -Left HAN-MC-DW-DD-314-08-504

51 Position Key -Right HAN-MC-DW-DD-314-08-505

52 Lock Cap HAN-MC-DW-DD-314-08-506

53 Lock Nut HAN-MC-DW-DD-314-08-507

54 Set Screw HAN-MC-DW-DD-314-08-508

55 Pin Spacer HAN-MC-DW-DD-314-08-509

56 Coil Spring HAN-MC-DW-DD-314-08-510

57 Push Pin HAN-MC-DW-DD-314-08-511

58 Vacuum Chamber Central Rod Assembly HAN-MC-DW-GA-314-08-600

59 Central Rod HAN-MC-DW-DD-314-08-601

60 Lock Bolt HAN-MC-DW-DD-314-08-602

61 Push Pin HAN-MC-DW-DD-314-08-603

62 Coil Spring HAN-MC-DW-DD-314-08-604

63 Dowel Pin HAN-MC-DW-DD-314-08-605

64 Top Plate Double Cylindrical Pipe Assembly HAN-MC-DW-GA-316-08-000

65 IPA Top Plate HAN-MC-DW-DD-316-08-100

66 He Outlet, Inlet Double Pipe HAN-MC-DW-DD-316-08-200

67 He Outlet, Inlet Double Pipe HAN-MC-DW-DD-316-08-201

68 H2 Gas Inlet Double Pipe HAN-MC-DW-DD-316-08-300

69 Vacuum Double Pipe HAN-MC-DW-DD-316-08-400

70 Flex. Hose & Braid HAN-MC-DW-DD-316-08-500

71 Internal Tube Space HAN-MC-DW-DD-317-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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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수조내기기 제작  시험 차서 목록

순번 차서명 문서번호

1 WPS/PQR MJ-WPS-043, -075, -076

2 제작 차서 MJ-PP-08-055-01

3 비 괴검사 차서 KOST-PTP-627 : 침투탐상검사 차서 
KOST-RTP-627 : 방사선투과검사 차서

4 설시험 차서 MJ-PP-08-055-05

5 압력시험 차서 MJ-PP-08-055-06

6 극 온 극한 시험 차서 MJ-PP-08-055-07

7 괴시험 차서 MJ-PP-08-055-08

8 세정 차서 MJ-PP-08-055-09

9 력업체 품질 리 차서 MJ-PP-08-055-10

10 포장 차서

11 운송 차서

12 취 리 차서

13 장인수검사 차서

  다. 성능시험

    (1) 압력시험 

   기압시험은 수조내기기의 취성 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해 상온의 헬륨가스

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 으나 설시험을 하여 질소가스도 사용하 다. 시험압력

의 50%까지는 압력을 서서히 증가시키고, 그 이후에는 시험압력의 10%씩 1분 간격

으로 단계별로 시험압력을 증가시켰다. 기압시험압력은 최소 10분 이상 유지하 다. 

각부분조립체  체조립체의 설계압력과 시험압력을 표 3.3.3에 나타냈다. 

표 3.3.3 품목별 압력시험

품  명 설계압력
(kg/cm2)

시험압력
(kg/cm2) 그림

감속재용기 5.1 5.5 3.3.21

열교환기 10.2 12 3.3.22

진공용기 5.1 7 3.3.23

계통배관 5.1/10.2 5.5/12 3.3.24

수조내기기 5.1 5.5 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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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그림 3.3.21-3.3.25와 같이 감속재용기의 압력시험은 안 을 하여 사각의 

안 상자 안에서 시험을 하 다. 진공용기와 수조내기기 조립체 압력시험시 용 부

에 비눗물을 묻 서 압력시험에서의 설여부를 확인하 다. 

그림 3.3.21 감속재용기 압력시험 

그림 3.3.22 열교환기 압력시험

그림 3.3.23 진공용기 압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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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이 유연배  압력시험

 

그림 3.3.25 수조내기기 압력시험

    (2) 헬륨 설시험

   감속재용기의 상온 설시험은 극한시험 ․후 두 번에 걸쳐 수행하 다. 오링

과 볼트를 이용하여 감속재용기와 adapter 랜지와 진공펌 의 흡입측 포트  헬

륨 설검출기 사이를 연결한다. 진공밸 를 서서히 열고 감속재용기의 진공도가 

10-5 torr 이하가 될 때까지 진공배기 한다. 헬륨 설검출기 흡입측의 밸 를 열고, 

비닐로 감속재용기의 외 을 감싼 후 헬륨가스를 비닐 내부로 주입한다. 헬륨 설

량을 체크한다. 허용 설량은 10
-9
 mbar․ltr/sec 이하로 하 다. 설이 없으면 알

곤가스를 이용하여 감속재용기 내부를 퍼지한다. 시험장비는 ALCATEL ASM 110 

Turbo CL을 사용하 다. 상온 설시험 후 감속재용기의 온 설시험은 액체질소

조에 감속재용기를 담근상태에서 시험을 하 다. 감속재용기 상온  온 설시

험은 그림 3.3.26과 같이 수행하 다.    

  열교환기의 상온 설시험은 열교환기 수소가스부와 헬륨가스부, 열교환기 다발

부에 하여 극한시험 ․후에 수행을 하 다. 상온 설시험 후 열교환기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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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시험은 진공챔버에 내부에 열교환기를 설치한 상태에서 시험을 하 다. 열교환

기의 온 설시험은 수소가스부, 헬륨가스부  다발부 각각에 한 설시험을 

하 다. 열교환기 상온  온 설시험은 그림 3.3.27과 같이, 진공용기의 설시험

은 그림 3.3.28과 같이 수행하 다. 

 

그림 3.3.26 감속재용기 설시험

그림 3.3.27 열교환기 설시험

그림 3.3.28 진공용기 상온 설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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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연배 은 그림 3.3.29와 같이 수소 내․외 , 진공 내․외 , 수소배  조립

체  진공배  조립체에 한 상온 설시험을 하 다. 

  내부조립체의 온 설시험은 액체질소조에 감속재용기 부분만을 담가 10분 이상

이 지난 후 설시험을 하 다. 수조내기기의 온 설시험은 헬륨배 이 조립된 

후 열교환기의 헬륨가스 공 배 /회수배  양측으로 충분히 LN2를 흘려보내주면

서 벨로우즈가 용 된 부 의 온도를 77K로 내린 후 열교환기 내측으로 헬륨가스

를 1기압 이상으로 가압시킨다. 온에서 벨로우즈 후단의 용 부 에서 설여

부를 확인하 다.

    수조내기기 조립체 상온 설시험은 진공배  블랭킷, 수소배  블랭킷, 헬륨배

 진공층, 진공배  내외   탑 이트 용 부 등 체부분에 하여 시험을 

하 다. 내부조립체  수조내기기에 한 설시험은 그림 3.3.30과 같이 수행하

다. 

그림 3.3.29 이 유연배  상온 설시험

그림 3.3.30 내부조립체  수조내기기 설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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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극한시험

   감속재용기와 열교환기의 극한시험을 하기 하여 그림 3.3.31과 그림3.3.32와 같

이 온 수조에 액체질소(77K)를 채우고서 시험을 비하고, 고온 수조에는 물을 

채운 후 히터를 수조 내부에 설치하여 온도를 90℃ 이상으로 가열하 다. 감속재용

기  열교환기를 약 15분간 온 수조에 담근다. 감속재용기와 열교환기를 온 

수조에서 꺼내 고온 수조에 약 30분간을 담근다. 이와 같은 액체질소와 끓는 물에

서의 극한시험은 총 10회를 교 로 반복하 다.

  극한시험 수행시 개구부는 하여 감속재용기나 열교환기의 내부의 세정상태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 다. 시험완료 후 육안으로 찰하여 이상이 없었으며 극한시

험 후 상온 설검사를 실시하 다. 설시험은 10
-6
 Torr 진공도에서 10

-9
 mbar․

ltr/sec 이하의 설을 허용하 다. 

그림 3.3.31 감속재용기 극한시험

그림 3.3.32 열교환기 극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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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괴시험

   감속재용기를 스틸 박스 에 볼트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그림 3.3.33과 같이 

21mm 두께의 아크릴로 박스를 만들어 덮어 안 성과 가시성이 유지되도록 하 다. 

감속재용기의 괴시험은 4～23kg/cm
2
까지는 헬륨가스로 기압시험을 하고, 

23kg/cm2 이후에는 수압시험을 하 다.  

  2개의 감속재용기를 시험하 는데 다른 시험을 사 에 하지 않은 1개는 

48kg/cm
2
, 사 에 극한시험을 수행한 다른 1개의 감속재용기는 38kg/cm

2
에서 괴

되었다. 이는 mock-up 시험에서 8kg/cm2에서 괴된 것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은 

압력에서 괴되었다. 

그림 3.3.33 감속재용기 괴시험

  

  그림 3.3.34와 그림 3.3.35와 같이 단면에서 괴된 치도 2개가 달랐다. 1개(제품

번호 : 라)는 그림에서 4번 치(두께 0.98mm)에서 길이 175mm×폭 55mm×높이 

20mm로 괴되었다. 다른 1개(제품번호 : 가)는 그림에서 2번 치(0.97mm)에서 

길이 95mm×폭 20mm×높이 10mm로 괴되었다. 결국 괴는 정확하게 용기의 두

께가 0.01mm라도 얇은 곳에서 발생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알루미늄 재질이 아주 

균질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표 3.3.4에서 감속재용기 두께측정 시험 결과  괴

시험 치를 나타냈다. 감속재용기 원주방향 120°간격으로 높이 120mm 치에 다

이알게이지를 설치하여 압력에 따른 변 를 측정하 다. 그것을 그림 3.3.36과 같이 

그래 로 나타내었다.

 

㉱ ㉮

그림 3.3.34 감속재용기 “라”와 “가” 괴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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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

그림 3.3.35 감속재용기 괴 치

그림 3.3.36 감속재용기 괴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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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감속재용기 두께측정 결과

Unit 라
POINT A B C D E F G

1 1.02 측정불가 1.16 1.14 1.14 1.14

2 1.02 측정불가 1.10 0.97 1.00 0.97

3 1.02 1.01 1.00 0.99 0.99 0.99 1.00

4 1.01 0.99 0.99 0.98 0.98 0.99 1.01

5 1.00 1.02 1.01 1.01 1.02 1.01 1.03

6 1.00 1.04 1.03 1.04 1.04 1.05 1.05

7 1.00 1.06 1.04 1.05 1.05 1.06 1.07

8 1.00 1.10 1.09 1.08 1.08 1.08 1.10

9 1.01 1.10 1.10 1.10 1.10 1.11 1.10

10 1.02 1.11 1.09 1.09 1.08 1.09 1.10

11 1.03 1.11 1.10 1.08 1.08 1.07 1.08

12 1.03 측정불가 1.06 1.06 1.06 1.08

Unit 가
POINT A B C D E F G

1 1.01 측정불가 1.07 1.07 1.04 1.04

2 1.00 측정불가 1.00 1.01 0.97 0.97

3 1.00 1.02 1.01 1.00 1.00 1.00 1.00

4 1.00 1.01 1.00 0.99 1.00 0.99 1.01

5 0.99 1.00 1.00 1.00 1.00 1.00 1.01

6 0.99 1.01 1.00 1.00 1.00 1.00 1.01

7 0.99 1.01 1.01 1.00 1.01 0.99 1.01

8 1.00 1.01 0.99 0.99 1.00 1.00 1.00

9 1.01 1.01 1.00 1.00 0.99 0.99 1.00

10 1.02 1.01 1.00 0.99 0.99 0.99 1.00

11 1.01 1.01 1.00 0.98 0.98 0.98 0.99

12 1.02 측정불가 1.02 1.02 1.0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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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조내기기의 설치

  가. 설치를 한 기 비

(1) 원자로가 안  정지 상태이어야 하며 이 상태에서 수조내부 작업공간에 한 

방사선량을 측정한다. 

(2) 수조내 작업 용신발  휴지통용 비닐 투를 구비하고 canal 벽  바닥에 비

닐 sheet를 부착한 후에 사다리를 설치한다. 

(3) 설치시 필요로 하는 치구나 공구들은 원자로상부나 canal에 비한다. 

(4) 수조 내에 냉 성자 수조내기기 설치작업을 하여 기 제작된 수조내 작업 를 

침니 상부에 설치하 다.

  제작된 수조내기기는 하나로 트럭 출입구를 통해 30톤  5톤 호이스트를 이용해 

원자로 수조 상부에 반입하 고 반입된 수조내기기에 장착 라켓을 조립하 다. 

  나. 고정 라켓  장착 랜지 설치

   첫번째 작업은 고정 라켓가 장착 라켓와 조립이 원활함을 확인하 고 고정

라켓을 가는 로 를 이용해서 수조내 한 치까지 내렸다. 고정 라켓은 스테

인리스 강으로 제작되었으며 침니 외벽에 볼트로 조립되며 수조내기기 진공용기의 

상부를 지지하는 지지 이다. 고정 라켓은 라켓의 자 , 라켓 설치 공구  볼

트 핸들링 공구의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다. 고정 라켓의 량은 약 

6.8kg이다. 원자로 침니 벽에 설치하 으며 이 상황을 Fig. 3.4.1과 같이 내방사선 

수 카메라로 촬 하여 정확한 장착여부를 확인 하 다.

Fig. 3.4.1 Fixing Bracket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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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공구는 스테인리스 강(본체)과 알루미늄(직경 40mm 이 )으로 제작되었

으며 침니 외벽에 수조내기기 고정 라켓을 부착하는 공구이다. 설치 공구는 핸들

을 돌려 축방향과 90°로 제작되어있는 고정용 볼트를 조이고 풀 수 있게 설계, 제작

되었다. 설치 공구의 량은 공기 에서 약 20kg이며 길이는 약 3.5m이다. 

  두번째는 장착 랜지를 가는 로 를 이용해 수조내 수직 조사공인 CN조사공 상

부까지 내린 후 CN조사공 랜지에 안착시킨 다음 랜지 볼트 체결 공구와 토오

크랜치를 이용하여 설치하 다. 방사선 차폐를 해 수 에서 설치 작업이 진행되

고 안 이 최우선 고려됨에 따라 수조내기기 설치는 오랜 경험의 숙련된 작업자들

에 의해서 설치가 이루어졌다.

  다. 수조내기기 설치

   Fig. 3.4.2와 같이 수조내기기를 원자로 노심으로 이동하여 CN조사공에 삽입시

키기 한 작업으로 길이가 긴 유연배 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연배 들을 서로 묶

어서 30ton 호이스트에 연결하고, 유연배  랜지부분은 로 를 이용하여 5ton 호

이스트로 들어 올려 동시에 이동하 다.

  Fig 3.4.3과 같이 CN조사공에 IPA 삽입 작업은 호이스트의 미세한 조정이 필요

했으며, 수조내기기에 부착된 장착 라켓 핀홀이 침니에 부착된 고정 라켓 핀에 

조립되도록 하 다. 그리고 나서 CN공에 조립된 장착 랜지에 진공용기 랜지를 

랜지 볼트 체결 공구와 토오크 랜치 이용하여 체결하 다. CN조사공에 수조내기

기를 삽입 후 Fig. 3.4.4와 같이 내방사선 수 카메라로 정확한 장착여부를 확인하

다. 수조내기기 장착 후 유연배 과 이 온배 의 랜지가 볼트로 체결되었고 

수소(1개), 헬륨(2개), 진공(1개) 등 4개의 유연배 이 랫폼 ㄷ자 앵  안쪽으로 

수조 벽에 정렬되었다. 

  이와같은 CN공에 수조내기기 설치는 방사선량이 높아 되도록 짧은 시간에 작업

이 되도록 하고, 는 일회용 가운의 사용, 수조 상부와 노심에서 사용되는 신발의 

분리를 통해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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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Moving of In-pool Assembly

Fig. 3.4.3 Installation of In-pool Assembly

Fig. 3.4.4 Installation Confirm of  IPA in CN hole by

    Miniature Underwater TV Camera for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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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안 해석, 인허가  시운

1. 인허가 

  가. 인허가 차

   냉 성자 시험시설의 인허가 차를 결정하기 해 먼  원자력법에 규정된 요

건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시험시설의 특성상 인허가 차는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는 "방사성동 원소/방사선발생장치"로서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본 

시설은 이미 하나로의 운  허가 시 부속시험시설인 온 성자 생산설비로서 명시

되어 있고 일부 기기가 하나로의 원자로 내에 설치되므로 하나로 운 허가 변경으

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아래에서는 하나로 운 허가 변경으로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인허가 차  인허가 문서에 해 검토한다.

   하나로 운 허가를 한 용법규는 원자력법 제33조, "연구용 원자로 등의 허가

"이며 인허가 서류는 

-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사용목 에 한 설명서

-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설치  운 에 한 기술능력에 한 설명서

- 환경 향평가서

- 운 기술지침서

- 안 성분석보고서

- 설계건설  운 에 한 품질보증계획서

- 방사선 리에 한 비상계획서 등이다.

   인허가 변경 차는 운 허가와 동일하며 문서는 운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변경된 부분이다. 인허가 변경 시 제출서류는

-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사용목 에 한 설명서

- 환경 향평가서 (안 성분석보고서의 방사선 형평가 내용으로 체 가능)

- 운 기술지침서

- 안 성분석보고서

- 설계건설  운 에 한 품질보증계획서

   냉 성자 이용시설은 원자로의 계시설이 아니라 원자로운 과는 직 으로 

련 없는 하나로의 이용설비이므로 기존 하나로 안 성분석보고서 변경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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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1.4  : 온 성자 생산설비

- 11.2.2.5  : 기타 조사장치의 건 성 평가

   유사시설의 인허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조사재시험설비  동 원소 생산설비

는 하나로의 원자로의 운 과는 직 으로 련 없는 부속 실험설비이나 하나로의 

건설시 하나로 부속시험설비로서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하는 기 으로 획득하

다. 이후 시험시설의 개조 시에도 하나로 운 허가 변경으로 인허가를 추진하 으

나 KINS로부터 하나로와는 독립된 시설이므로 독립된 시설로서의 인허가 추진을 

권고 받은 바 있다. 3-Pin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시설은 하나로 부속시험시설로서 일

부의 기기가 하나로의 원자로에 설치된다는 에서 냉 성자 시험시설과 동일한 성

격을 갖는다. 본 시설의 인허가는 하나로 운 변경으로 추진하되 안 성분석보고서

는 11장 내에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독립 인 작성형식을 갖춘 안 성분석보고서로 

작성된다. 운  인 원자력 발 소 내에 건설되나 독립 으로 운 이 가능한 월성

원  사용후 핵연료 소내 건식 장시설  삼 수소 제거시설, 울진원   

폐기물 유리화시설 등 원자력발 소 부속시설의 건설시 인허가는 원 의 운 허가 

변경으로 추진하면서도 기존의 안 성분석보고서 내용  변경부분에 해당되는 내

용을 수정하고 독립 인 안 성분석보고서  환경 향평가보고서로 작성한다.

   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본시설의 인허가는 하나로 부속시험시설로서 하나

로 운 허가 변경으로 추진하며 하나로의 운 허가를 해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인허가 서류  본시설의 건설/운 으로 인해 향을 받는 내용을 변경하며 하나로 

안 성분석보고서 제11장 내에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독립 인 작성형식을 갖춘 안

성분석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 합리 일 것으로 단된다. 

  나. 인허가 혹은 안 성 주요 항목

   냉 성자 시험시설의 기술특성을 고려할 때 안 기능은 크게 원자로  원자로 

안 계통에 한 향 방지와 냉 성자원 시설 자체의 보호 등으로 분류할 수 있

다. 냉 성자 시험시설이 갖는 안  기능  본 냉 성자원 시설 계통의 설계특성

을 고려하면 안 과 련된 요소는 크게 수소가스의 공기와의 반응  냉각계통의 

이상에 의한 시설의 손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수소와 공기의 반응에 따라 본시설

이 갖는 안 기능은 크게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수소와 산소의 혼합물 

형성  반응 방지를 한 책은

-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수소가스의 사용

- 수소와 공기외의 사이에 격납가스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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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가스내의 산소불순물의 농도는 모든 불순물이 한꺼번에 수소와 하

더라도 수소가스 폭발농도에 도달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

- 수소가스  격납계통의 압력의 감시

- 압력 이상 시 자동 인 수소의 Purge

- 수소발화 제어 장치의 사용

- 정 기 방지 재료 사용 등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진공압력용기 내에서 수소와 산소의 폭발로 인한 원자로 손상 

방지이며 진공압력용기의 설계 시 수소와 산소의 폭발로 야기된 충격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면 된다. 세번째 단계인 냉각계통의 이상에 의한 시설의 손상은 헬륨

냉동계통의 고장시를 비한 비상 헬륨주입장치의 구비로 방지할 수 있다.

   안 과 련된 주요 세 가지 감시 항목은 진공단열층의 진공도 하  수소가

스 압력상승의 경우 경보를 울리며 필요에 따라 헬륨냉동계통  원자로 운 정지

를 시킨다. 진공단열층 압력이 상승하면 역시 경보를 울리며 필요에 따라 기압의 

헬륨가스를 충 한다. 헬륨냉동계통의 헬륨온도 감시를 해서는 수소고화  이하

로 내려가지 않도록 감시  제어한다.

   하나로 안 성과의 상 계는 원자로의 반응도에 한 향, 원자로  계시

설 특히 안 성 련계통의 기능에 한 향, 원자로 건물 등 구조물에 한 향, 

방사선안 에 한 향 등이 있다.

  다. 사고해석

   사고해석을 한 사고선정기   시발사건으로서는 다음 세 가지 사건이 있다.

    (1) 핵분열생성물 방벽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공학  안 설비 는 

제어계통에 악 향을 미치는 사건

- 수소 련사고

- 냉표면에의 공기인입  축

- 수소계통 내에서의 수소  공기혼합체 형성

- 수소계통 과압

- 원자로격납건물내로의 수소방출

- 격납계통 외부에서의 수소-공기반응과 노내기기 집합체에 한 향

- 냉동헬륨계통으로의 수소유입

- 진공계통으로의 수소 유입

- 수소배기  퍼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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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용기  노내 진공용기의 동시 괴

- 액체수소로 인한 반응도 변화

-  감속재 챔버의 냉각재 상실

- 빔튜  경수 충수로 인한 반응도 증가

    (2) 방사선장 는 통제되지 않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방사능 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

- 헬륨방출

-  노내 진공계통으로의 헬륨 방출

-  노외 진공계통으로의 헬륨 방출

- 냉동기능 상실

    (3) 다른 실험설비 는 운 활동과 연 된 사건

- 공용 기회로  공 원, 냉각수, 배기 는 배수 모  등의 기능 상실

- 하나로의 시발 사건

   원자로안 기능 손상 (수소폭발사고)을 야기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 반사체 용기 벽의 손  반사체의 상실 (하나로 사고 해석 시 이미 해석 

수행)

- 원자로구조물의 변형으로 인한 원자로 제어불능

- 제어  는 정지  계통의 구조물 손이나 변형으로 인한 원자로 제어불

능

- 계측제어라인의 손상으로 인한 원자로 제어불능

- 원자로수조 구조물 는 빔포트 폐체 손으로 인한 원자로 수조수 상실 

(하나로 사고해석 시 이미 해석 수행

2. 안 성 검토

 

   수조내기기의 감속재용기에는 열 성자를 원하는 장의 냉 성자로 감속시키는 

감속재인 약 20 K의 액체 수소가 존재한다. 수조내기기에는 정제장치를 통해 산소, 

질소 등 불순물의 농도를 최소화시킨 수소가스를 유입하므로 내부에서 수소-산소 

화학반응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다. 그러나 수조내기기, 진공계통, 수소계통  

버퍼탱크 내에 설 는 격한 물리  충격에 의한 손이 발생하 을 경우, 계

통 내의 산소의 유입에 의해 발생하는 수소-산소 화학반응에 한 향 평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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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한다. 가연한계 내에 존재하는 조성을 갖는 수소와 산소의 가스 혼합물이 

조성된 경우 미세한 화에 지에 의해서도 폭발 반응이 일어난다.  이 때 발생되

는 최 압력은 기 가스 운의 압력, 용기의 부피  기하학  모양, 용기 내의 

화되는 치, 가스 운의 난류도 등에 향을 받는다. 한 용기 내에 화학 양론 으

로 조성된 수소 가스 운에서의 폭발 최  압력은 실험 으로 약 6.8 bar로 측정되

나, 크기가 다른 두 용기가 하나의 연결배 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한 용기 내에

서 화에 의해 폭발 반응이 일어났을 때의 결과는 표 4.2.1에 나타내었다. 즉 단일 

용기 내에서 폭발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연결배 으로 연결된 한 용기에서 폭발 

반응이 일어나서 그 반응이 제 2의 용기로 달되는 경우 발생되는 폭발최  압력

은 2～3배 정도 크게 측정된다.  표 4.2.1에 나온 측정치는 연결배 의 직경이 작아

짐에 따라 한 용기내의 화 치가 연결배 에서 멀리 떨어진 쪽에서 반응이 시

작할 때 최  압력은 증가하게 된다. 

   일반 으로 폭발 반응 동안에는 용기내의 압력이 10 bar를 넘지 않으며, 

detonation이 발생할 경우 25～30 bar 정도의 최 압력이 배  벽에서 생성될 것으

로 본다. 이는 폭발 반응에 여한  계통이 가연한계 이내의 수소-산소 가스 운

이 조성된 경우에 해당하며, 한 용기에서 폭발이 가스 운의 난류도에 의해 

detonation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가스 운의 농도가 가연한계 이하이면 더 이상의 

격한 압력증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냉 성자원 설비를 수소-산소 화학반응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버퍼 탱크 는 

진공계통에서의 설로 산소 유입이 발생하여 폭발반응이 일어날지라도 20 bar 이

상은 넘지 않을 것으로 상되며, 한  시스템의 가스 운이 가연 한계 이내에 

존재할 확률은 극히 기 때문에 한 용기에서 생성된 설에 의한 폭발반응이 

detonation으로 발 한다 하더라도 발생되는 최 압력은 30 bar를 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표 4.2.1 배 으로 연결된 두 용기에서 폭발반응압력

        (배  길이:10m, 직경: 400mm, 화E: 10J)

단일용기내의 반응 연결배관으로 연결된 두 용기 내의 반응

V=1~5 m3 V=1 m3 V=5 m3

가스운 진행방향
최대압력

[bar]

KG

[bar-m/s]

최대압력

[bar]

KG

[bar-m/s]

최대압력

[bar]

KG

[bar-m/s]

수소
1m3→5m3

6.8 550
13.2 800 16.8 10259

5m3→1m3 18.4 6400 10.0 1208



- 141 -

3. 안 해석

  가. 확률론  안 성 평가

    (1) 기사건 선정

기사건 선정을 해 OPAL 안 성분석보고서[1], 냉 성자원 장치의 극 온 기

술에 한 국산화 조사[2], Cold Neutron Source at 20MW-NBSR[3] 등을 검토하

다. 이를 통하여 하나로의 안 성에 미치는 향이 없는 사건들을 분석 상에서 

제외하 으며 수소-산소 화학반응과 냉동기 고장과 외부사건인 하재를 분석 상 

기사건으로 선정하 다. 

    (2) 사고 시나리오 분석

     (가) 수소-산소 반응

수소-산소 반응으로 인한 원자로 수조 내에 존재하는 진공용기의 건 성 손상 

사고경 를 악하기 하여 수소-산소 반응 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 다. 산소유

입은 진공배 으로부터 유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소 출은 IPA내 수소경계 계통

에서 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고에 한 사건수목은 그림 4.3.1에 도시된 바와 

같다. 

그림 4.3.1 수소-산소 반응 사건 수목

그림 4.3.1의 수소-산소 반응 사건 수목  가장 심각한 경우는 진공배  틈이 발

생하고 발견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IPA 내로 산소가 유입되고 수소계통 경

계 내 틈을 통해 수소 출이 발생하여 수소-산소 반응에 의한 폭굉이 발생하여 진

공용기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폭굉 반응이 발생하더라도 수소-산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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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반응을 고려하여 수행된 진공용기 설계 압력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냉 성자원 

진공용기가 30 bar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면 원자로에 미치는 향은 없다. 따라

서, 수소-산소 반응에 의해 하나로의 안 성에 미치는 향도 없다. 

   (나) 냉동기 고장

온 헬륨배 의 열  압축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냉동계통에서 헬륨 흐름이 

상실되면, 감속기의 온도가 증가하여 용융 에 도달할 수 있다. 감속기 용융이 발생

하면 수소 가스가 출되며 진공배 을 통해 유입된 산소와 혼합되어 수소-산소 반

응이 발생하고, 이때 유출되는 가스의 마찰에 지에 의해 이된 폭연이나 폭굉에 

의한 진공용기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고에 한 사건수목은 그림 20에 도

시된 바와 같다. 

그림 4.3.2의 냉동기 고장 사건 수목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압축기 내의 헬륨 

흐름 상실로 인하여 수조 내 기기에 부하된 발열량을 제거하지 못하여 감속기의 온

도가 상승하여 용융이 일어나서 수소가 유출되고 진공배  틈으로 유입된 산소와의 

반응에 의해 폭굉이 발생하여 진공용기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

도 수소-산소 반응 사고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원자로의 건 성은 유지된

다. 따라서 냉동기 고장으로 인해 하나로의 안 성에 미치는 향도 없다. 

그림 4.3.2 냉동기 고장 사건 수목

   (다) 화재

냉 성자 연구시설에서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업  부주의에 의한 화재

가 발생하거나 냉 성자 연구시설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화재 는 배 이

나 밸 를 통해 수소 출이 발생하고 화원이 존재하 을 경우이다. 이  배

이나 밸 를 통해 수소 출이 발생하고 화원이 존재하 을 경우 발생하는 화재

에 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분석하 다. 이 사고에 한 사건수목은 그림 4.3.3에 

도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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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화재 발생사건 수목

그림 4.3.3의 화재 발생사건 수목  형화재로 될 수 있는 시나리오 경우

에도 수소 출 인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소 출을 발견 는 격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 출 확률은 매우 낮다. 한, 하나로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

설비 이용, 화재진압을 한 효율 인 비상조직의 설치  운 을 통하여 형화재

로 될 가능성은 무시할 정도로 낮은 수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재로 인

하여 가압용기의 폭발이 발생할 경우에 냉 성자 연구시설의 계통 일부가 구조  

손상을 입을 수는 있으나 하나로의 안 성에 향을 미칠 확률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미미한 수 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사고해석

    (1) 수조내기기 감속재 용기(M/C) 용융사고 해석

수조내기기 M/C가 용융되는 사고는 C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

리오로 분류된다. 이러한 M/C의 용융사고 개상황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 헬륨냉동기의 고장으로 인해 수조내기기가 정상 으로 냉각되지 않음.

-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고 정상출력 유지.

- 핵발열로 인해 M/C가 용융.

- 용융된 M/C가 진공용기 바닥으로 낙하.

낙하된 M/C는 어느 정도 고체상을 유지하고 있겠지만, 사고해석 측면에서 낙하

된 M/C는 용융  부근의 액체상으로 진공용기 바닥에 고인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보수 인 입장을 유지한다. 

이러한 최악의 조건이라 하더라도 진공용기가 34℃정도로 유지되는 수조수에 노

출되어 있고 진공용기의 재질이 열 도도가 우수한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용융된 

M/C가 진공용기 바닥에 낙하하게 되더라도 진공용기 내부표면과 하는 순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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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될 것으로 상되며, 용융되어 낙하된 M/C로 인해 진공용기의 온도가 상승하기

는 하겠지만 손까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희박하다고 단된다. 따라서 헬륨냉동

기 고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고인 M/C의 용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

자로와 경계를 유지하는 진공용기의 건 성에는 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성 인 측을 뒷받침하기 해 CFD기법을 이용한 사고해석이 진행

에 있으며, CFD 해석결과에서는 진공용기 바닥에 고여 있는 용융된 M/C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  분포, 응고과정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2) 수소-산소 화학 반응 

냉 성자원은 열 성자를 냉 성자로 감속하기 해 수조내기기 내 감속재 용기

에 감속재로서 21.6K의 액체수소를 사용한다. 냉 성자원 계통 내에 수소를 사용하

는 특성 때문에, 계통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의해 수소-산소 

화학반응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나로 냉 성자원에서 수소-산소 화학반응 향 

평가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세계 으로 분포하고 있는 냉 성자원에서 각각 고

려하고 있는 수소-산소 화학반응 향 평가  각 냉 성자원 설계에 향 평가 결

과를 용하는 방에 한 자료조사를 수행하 다.  

수소계통 내에서 수소와 산소의 혼합에 의한 화학반응을 방지하기 해 수소계

통 내에는 99.9999% 순도의 소소를 충진 하기 때문에, 계통 내에 잔존하는 산소량

에 의한 수소-산소 화학반응이 발생하기는 극히 어렵고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 

향은 무시할 만하다. 그러나 수조내기기, 진공계통, 수소계통  버퍼탱크에서 leak

(틈)이 발생 는 격한 물리 인 충격에 의해 계통이 손되어 산소와 혼합이 되

는 경우에 발생되는 수소-산소 화학반응으로 인한 원자로에 미치는 향 평가는 필

요하며, 각각의 경우에 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냉 성자원 계통  수조내기기는 유일하게 원자로 반사체 탱크에 치한 CN hole 

내에 치하기 때문에, 진공용기 내 수소-산소 화학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에 

원자로에 물리 으로 미치는 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에 미

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해 물리  경계인 진공용기는 수소 폭발압력을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진공용기 내에 이미 충분한 난류도를 갖는 화학양론  수소-산소 혼합물이 채워

져 있을 경우에는 배 에서 분출하는 폭굉 에 의해서 폭굉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 진공용기 내의 압력이 1.01 bar인 경우 폭굉 의 front wave의 압력이 15.8 

bar 이며, 보수 인 계산 결과를 얻기 해 문헌상에서 보고되는 폭발압이 반으

로 감소하는 시간 θ=0.22ms 신 θ=0.39ms를 본 계산에 사용하 다. 벽면에서 반

사되는 폭굉 의 압력은 γ=1.2인 경우에 40.43 bar로 산출된다. 일반 으로 진공용

기 벽면에 향을 주는 폭발압 P(t)는 시간에 따라 지수 계로 감소하는 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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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원통형 진공용기에서 동축상의 폭굉 에 의해 벽에 하  되는 폭발압에 의

한 진공용기 벽의 변 는 아래의 식으로 표 할 수 있다. 

h
tPw

dt
wd

ρ
ω )(2

2

2

=+
(Eq.1)

여기서, w는 진공용기 벽의 변 , ω2
=E/ρR2

는 basic cyclic frequency의 제곱이

다. 

하나로 냉 성자원의 진공용기의 치수는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아랫부분

은 외경 156mm, 윗부분은 외경 250mm인 원통형 구조이다. Eq. 1을 풀게 되면, t=0

일 때, w(0)=u(0)=0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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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용기 윗부분에 해당하는 값들은 ρ= 2.70E6 [g/cm3], h=5 [mm], E=7.77E5 

[bar], R=120 [mm]이며, 이를 Eq. 2과 3에 용하면 반응 후 경과시간에 따른 진공

용기 변   변 속도를 그림 4.3.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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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진공용기 변   변 속도 그림 4.3.5 진공용기의 변형율

시간에 따른 진공용기의 윗부분  아랫부분에서 최고 변 는 t=0.63 millisecond

에서 각각 w=7.33E-8 m, w=6.93E-8 m이다. 따라서 최  변형율은 아래의 계이

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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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 /maxmax =ε (Eq. 4)

그림 4.3.5와 같이 윗부분에서 최  변형율은 6.1E-5%, 아랫부분에서의 최  변

형율은 9.5E-5 %이다. 이러한 변형율에 응하는 용기의 압력은 REhPeqv /maxε=

계에 있으므로, 진공용기 윗부분과 아랫부분에서 용기의 설계 압력은 각각 1.98 

bar, 5.05 bar 이다. 여기에 원자력분야에서 기본 으로 용하는 안 율 3을 고려한

다면, 진공용기의 설계압력은 약 15.16 bar이다.  진공용기의 설계 압력은 15 bar인 

경우, 수소-산소 폭굉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을 충분히 견뎌 낼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실험 으로, 배 으로 연결된 두 용기에 화학양론 비의 수소 가스 운이 조성되어 

있을 때, 수소-산소 화학반응에 의해 얻어지는 최  압력은 폭굉 의 진행방향에 

따라 다르지만 최  18.5 bar이상은 과하지 않는다. 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버퍼 

탱크 는 진공계통에서의 leak로 산소 유입이 발생하여 폭발반응이 일어날지라도 

진공용기  버퍼탱크 내의 생성압력은 18.5 bar 이상은 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

다.  한 일반 으로 폭발 반응 동안에는 한 용기 내 압력이 10 bar를 넘지 않으

며, detonation이 발생할 경우 25~30 bar 정도의 최 압력은 용기 벽에서 생성될 것

으로 문헌상에 보고되어 있다.  이는 폭발 반응에 여한  시스템이 가연한계 이

내의 수소-산소 가스 운이 조성된 경우에 해당하며, 한 용기에서 폭발이 가스 운의 

난류도에 의해 detonation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가스 운의 농도가 가연한계 이하

이면 더 이상의 격한 압력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헌상으로 보고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된 계산에 의해 얻어지는 진공용기

의 설계압력에 보수 으로 약 200%를 고려하여, 진공용기의 설계압력을 30 bar로 

설정하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원자로에 물리 으로 미치는 향은 없을 것이다. 

  다. 환경 향평가

냉 성자원 시설로부터 환경에 향을 만한 방출 방사능은 없다. 감속재로 쓰

이는 수소에 포함된 수소로부터 발생되는 삼 수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수량

은 핵종별 규제면제 련 최소 수량 (과기부 고시 제 2002-1호)인 1X10
9
 Bq에 훨

씬 못 미친다. 냉 성자원의 수조내기기는 노내 장 물로서 그 건정성에 우려가 있

지 않은 이상 노외로 인출하지 않으나 비정상 혹은 수명이 다할 경우 인출할 때를 

하여 하나로 작업수조에 수조내기기 거취 를 마련하여 방사능이 충분히 감쇄한 

후 취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이는 고체 폐기물로 처리될 것이다. 



- 147 -

4. 열수력 분석

  가. 감속재 용기의 열  해석 

   냉 성자 감속재 용기 내에서 방사선에 의해 발열되는 냉 성자 감속재  용기

에 한 열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열  해석은 감속재 수소와 감속기 용기 

벽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열 달 특성을 측하기 하여 정상상태에서 온도분포 계

산을 수행하 다. 감속기 용기의 정상상태에서 측되는 온도분포는 용기를 구성하

는 재질들에 한 열  특성을 평가하기 해 매우 요한 인자일 뿐만 아니라 열

응력 해석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 제공되는 매우 유용한 온도 련 자료이다. 

냉 성자원의 주요 기기장치인 감속재 용기에서 열  해석을 해 열 달 해석

체계 코드인 HEATING7을 활용하여 3차원 해석모델을 개발하여 감속재 용기 내부

온도를 하게 측하 다. 감속재 용기의 3차원 해석모델은 내부에 비 칭 공동

(cavity)이 있고 구성 재질들에서 일정하지 않는 발열량 분포로 인해 해석모델을 작

성하기가 복잡하다. 이러한 기하학 인 구조를 가진 감속재 용기는 가능한 실제 형

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도록 계산 역을 세분하여 3차원 해석모델을 만들었다. 우선 

노심에 근 한 원통형 냉 성자 감속재 용기를 반으로 잘라서 3차원 축 칭 계산

모델을 만들었다. 원통형의 감속기 용기의 심에 원통형(r,θ,z) 좌표계의 원 을 두

고 양(+) 방향으로 y축이 CN공의 심선을 따라 통과하는 모델이다. 냉 성자 감속

재 용기에서 생성되는 열부하량은 약 0.629 kW로 용하 고, 극 온을 유지하기 

해 약 10
-5
 Torr의 압력을 유지하는 진공용기 내에서의 복사열 부하는 약 3 W로 

추정하 다. 수소와 알루미늄 합 체인 Al6061-T6는 극 온 온도범 에서 물성치 

자료를 사용하 다. 

감속기 용기 내에서 정상상태의 온도계산은 각 계산 역에서 발열량에 따른 

측 온도치를 표 4.4.1에 요약하 다. 냉 성자 감속재 용기에서 온도분포의 특성은 

y축의 선형 함수로 보이고 있다. 이는 노심에 가장 가까이 치하는 내부 원통의 

한 에서 최 온도인 약 50 K을 보이고, 반면에 노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치한 

외각의 한 에서는 최소온도인 21.75 K을 보여, 이는 직경방향으로 최 온도의 

치에 해 정반 편 치에 있다. 감속재 용기 내에서 계산된 최 와 평균 온도 차

이는 이상 인 온도 차이인 약 20 K 보다 다소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감속재 용기

의 열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온도분포의 결과는 반 으로 만족할 만한 측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감속기 용기의 3차원 열  해석은 감속재 용기 내부에서 온도변화에 

한 향을 악하여 안 해석뿐만 아니라 냉 성자원 이용시설의 사  운 계획을 

수립하기 한 기본 자료로서 매우 유용하다. 한 정상상태 계산결과는 감속재 용

기에서 열응력 해석에 필요한 온도자료로서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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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1 감속기 용기 내에서의 온도 분포

Components
Nuclear Heating Rate Maximum 

Temperature (K)(W/g) (W)

 Outer shell

 Inner cavity

 Inner tube

 LH2 in outer Shell

 GH2 in inner Cavity

 LH2 in inner Tube

 Others

   0.58

   0.72

   0.31

   1.93

   1.64

   0.98

   208.2

    91.7

   132.6

   168.9

     4.0

     9.6

    13.9

     50.67

     21.82

     22.67

     21.75

     21.82

     21.82

Total    629.0

  나. 수조내기기 감속재 용기(M/C) 용융사고 해석

   수조내기기 M/C가 용융되는 사고는 C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

리오로 분류된다. 이러한 M/C의 용융사고 개상황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① 헬륨냉동기의 고장으로 인해 수조내기기가 정상 으로 냉각 않됨.

  ②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고 정상출력 유지

  ③ 핵발열로 인한 M/C의 온도가 상승하다가 용융  도달

  ④ 용융된 M/C가 진공용기 바닥으로 낙하

   M/C 용융사고에 한 안 해석으로 CFD 모델을 활용하여, 용융된 M/C가 진공

용기 바닥에 낙하하여 완 히 용융된 상황을 가정하고, 용융된 M/C가 진공용기에 

미치는 향과 응고되는 과정을 측하 다. 사고해석에 사용된 CFX code는 용융 

 응고해석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user subroutine을 사용하여 용융  

응고해석이 가능하도록 모델을 개발하 다. 그림 4.4.1은 M/C 용융사고 해석을 

한 CFD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체 으로 축 칭이므로 1/4만을 해석 상으로 하

다. 기 조건으로 M/C는 융융 (652℃)에서 완 한 액체 상태로 용융되어 진공

용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 다. 실제로 M/C가 용융된다 하더라도 완

한 액체로 용융되기는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가정은 매우 보수 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림 4.4.1에서 보이는 진공용기 바닥의 용융된 M/C는 M/C가 완 히 용융되었

을 때 체 과 같다. 진공용기의 외벽은 수조수에 자연 류 냉각되고 있으며, 이 때 

류열 달계수는 200 W/m2K 와 500 W/m2K로 설정하 다. 진공용기 표면 류열

달계수를 약 1,000 ～ 1,288 W/m2K로 추정했던 이  연구에 비해 이 값은 보수

이다. 더불어 원자로가 정지하지 않고 계속 가동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핵발열(850 

W/kg)도 비속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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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symmetry
h= 200 W/m2 K h= 500 W/m2 K

진공용기

M/C 용융

그림 4.4.1 CFD model for M/C melting accident 

   표 4.4.2 Thermal properties of Aluminum

Density of solid 2,700 kg/m
3

Density of liquid 2,372 kg/m3

Thermal conductivity 167 W/m2 K

Solidus 855 K (582 ℃)

Liquidus 925 K (652 ℃)

   그림 4.4.2는 시간에 따라 격하게 변화하는 용융된 M/C와 진공용기 온도, 그

리고 액체질량분율(liquid mass fraction)을 나타내고 있다. 표 4.4.2와 같이 열 도

율이 우수한 알루미늄 재질의 진공용기는 용융된 M/C의 열을 신속히 주변으로 

달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체질량분율 분포변화에서 보듯이 용융된 M/C는 낙

하 후 빠르게 냉각되기 때문에, M/C에서 달된 열로 인해 진공용기가 용융될 것

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4개 지 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여주

고 있는 그림 4.4.3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진공용기 표면 류열 달계수는 200 

W/m2K로 한 경우, 용융된 M/C가 진공용기 바닥으로 낙하한 후를 기 으로 기에

는 알루미늄의 용융 인 855 K (582 ℃)이상으로 상승하기도 한다. 하지만 855 K는 

용융이 시작되는 온도이며, 그 보다 높은 923 K(650 ℃)에 근 해야만 용융이 일어

나게 된다. 그림 4.4.3에서 액체질량분율 분포를 보더라도 진공용기가 녹는 것은 나

타나지 않았다. 진공용기 표면 류열 달계수를 500 W/m2K로 한 경우에는 기를 

제외하고는 용융  이하로 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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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 sec        t=1 sec       t=3 sec      t=10 sec    t=20 sec      t=50 sec    t=100 sec

(a) temperature distribution

      

    t=0 sec        t=1 sec       t=3 sec      t=10 sec    t=20 sec      t=50 sec    t=100 sec

(b) liquid mass fraction

그림 4.4.2 Variation of temperature and liquid mass fraction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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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Time history of temperature of

                   the molten M/C and the vacuum vessel

   매우 보수 인 가정을 통해 만들어진 해석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용융되어 진공

용기로 낙하한 M/C는 비교  빠른 시간 안에 응고가 시작되며, 진공용기를 용융하

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결과를 고려할 때 진공용기가 35℃ 내지 50℃ 

정도로 유지되는 수조수에 노출되어 있고 진공용기의 재질이 열 도도가 우수한 알

루미늄이기 때문에 용융된 M/C가 진공용기 바닥에 낙하하게 되더라도 진공용기 내

부표면과 하는 순간 응고될 것으로 상된다. 한 용융되어 낙하된 M/C로 인

해 진공용기의 온도가 상승하기는 하겠지만 손까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희박하

다고 단된다. 따라서 헬륨냉동기 고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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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의 용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자로와 경계를 유지하는 진공용기의 건 성에는 

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방사선방호 검토 분석

   방사선차폐는 원자로실과 실험동의 두 구역으로 구분되어 검토되었다. 원자로실 

유도 차폐실에 한 선량기 은 하나로의 방사선구역 구분에 따라 원자로 차폐에 

용된 12.5 μSv/hr로 설정하 다. 실험동 유도 차폐실에 해서는 실험자의 방사

선 피폭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하여 6.25 μSv/hr로 설정하 다. 원자로실 내

부는 두 부분으로 나 어, 원자로 수조 콘크리트 벽체로부터 약 6.4m까지 되는 부

분은 도 4g/cc 이상의 콘크리트로 차폐되고 나머지 원자로실 벽체까지는 도 

3.5g/cc 이상의 콘크리트로 차폐된다. 원자로실 외부에서부터 실험동 유도  홀 

내부까지 일체형 구조를 이루는 콘크리트 차폐체는 도 3.5g/cc의 콘크리트 으

나 후에 도 2.3g/cc의 일반콘크리트로 변경되었다. 차폐 분석을 한 방사선원으

로는 냉 성자원이 설치된 빔튜 의 원자로수조와 콘크리트 생체 차폐체 경계면에

서 평가된 성자속  감마속을 이용하 다.

  가. 원자로실 차폐 분석 

   원자로실 유도 차폐실 내부에서의 선량률을 구하기 해 그림 4.5.1과 같이 인

일 러그, 유도   회 식 셔터 부분만을 상으로 모델링하여 MCNP-4C로 

먼  콘크리트 내부에서의 선량률을 평가하 다.

그림 4.5.1 원자로실 유도 차폐실 내부에서의 MCNP 선량평가 모델

   차폐체 내벽에서의 선량률 분포  최 값과, 방사선원이 수직으로 입사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구한 콘크리트에서의 성자  감마의 1/10가층을 이용하여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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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 차폐체 바깥에서의 선량률을 계산하 다. 그 결과 원자로실 유도 차폐실 

콘크리트 차폐체 바깥에서의 선량률은 최  5.2 μSv/hr를 넘지 않을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설계기  선량률인 12.5 μSv/hr 이하로 평가되었다. 한편 원자로실 벽체

쪽으로는 차폐문이 설치되는데 차폐문과 차폐체 사이에는 갭이 존재하여 방사선 차

폐효과가 어들 수 있다. 이의 향을 평가하기 하여 차폐문의 두께를 설계값의 

1/2로 고려하여 선량을 평가하 다. 먼  그림 4.5.2와 같이 선량계산모델을 차폐문

이 있는 치까지 확장하여 차폐벽 내부에서의 최  선량률을 계산하고, 콘크리

트에서의 성자  감마 선량률에 한 1/10가층을 이용하여 차폐체 바깥에서의 

선량률을 평가하 다.  그 결과 차폐문 바깥에서의 선량률은 최  8.8 μSv/hr를 넘

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어 설계기  선량률을 만족하 다.

S1, S2 S5

6.4 m

S1, S2 S5

6.4 m

그림 4.5.2 원자로실 유도 차폐실 차폐문 차폐선량 평가를 한 MCNP 모델

  나. 실험동 차폐 분석 

   

그림 4.5.3 실험동 유도  차폐계산 MCNP 모델

실험동 유도 차폐실 외벽에서의 선량은 가늘고 긴 유도 을 따라 흐르는 방사선의 

streaming 상을 해석해야 하는 을 고려하여 방사선원과 콘크리트에서의 1/10

가층을 구하여 보수 인 가정들을 이용하여 수계산으로 평가하 다. 그러나 차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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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콘크리트에서 일반콘크리트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 인 차폐체 두께 결정을 

하여 MCNP4C 코드를 이용하여 선량평가를 하 다. 길이가 긴 유도 은 간에 굽

어지므로 유도  밖의 방사선은 부분 설되는 고속 성자와 감마에 의한 것이므

로 차폐계산에서는 유도  1 개를 상으로 실험동 차폐벽까지 그림 4.5.3과 같이 

모델링하여 차폐벽에서의 선량률 분포를 계산하 다. 

   유도  면  측면의 일반콘크리트에서의 선량률 분포는 그림 4.5.4  4.5.5와 

같이 평가되었다. 실험동 차폐체  유도 이 뚫고 나오는 방 차폐의 경우 일반콘

크리트 두께가 200 cm이면 선량률은 6 μSv/hr로 상되어 설계기 을 만족하 다. 

측면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선량분포를 외삽하여 두께가 160 cm가 되면 4.2 μSv/hr

로 기 을 만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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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4 실험동 유도  면 일반콘크리트에서의 선량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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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5 실험동 유도  측면 일반콘크리트에서의 선량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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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사이펀 성능 검토 분석

  가. 진공용기 내 도달 진공도 검토 

   진공계통의 운 상태에 따라 계통 내 형성되는 진공도를 악하기 해, 1기압

의 헬륨가스로 충 된 진공계통에서 진공펌 를 운 하 으며, 진공펌  단의 

진공도가 10
-3
torr에 도달하는 시 에서 고진공펌 를 동작시켜 얻어진 진공도 변화

를 그림 4.6.1에 나타내었다. 진공펌 를 동작시켜 200여분이 지난 후 수조내기기 

상부의 진공도는 1.26X10
-3
 torr, 고진공펌 를 운 시킴에 따라 1.15x10

-4
 torr에 도

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최종 으로 얻어지는 진공도는 치에 따라 차이가 많

았으며, 고진공펌  단에서 측정되는 진공도는 7.45x10
-6
 torr이었으나, 진공펌  

단에서 약 3 m 정도의 진공배 으로 이어지는 수조내기기 상부에서의 진공도는 

1.15x10
-4
 torr로 10배 이상의 진공도 차이가 발생하 다. 그림 4.6.2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헬륨냉동계통 운 에 따라 감속재용기에 액체수소가 충 됨에 따라 진공도

가 상승하 으며, 충 이 완료되었을 때 진공도는 7.35x10
-6
 torr까지 향상되었다. 

즉, 열교환기  감속재용기의 온 표면에서 진공계통 내 존재하는 수증기, 질소, 

산소 등의 다른 기체분자들의 응축 는 흡착에 의한 크라이오 펌핑효과에 의한 것

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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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 Vacuum level profile at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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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2 Cryo-pumping Effect on the Vacuum Level

  나. 수조내기기 상의 열침입량 검토

   수조내기기로 침입되는 열침입량을 평가하기 해, 수소계통압력을 기압 이하

까지 냉각시킨 후, 질량유량계를 이용하여 침입되는 열에 의해 증발된 수소기체량

을 측정하여 열침입량을 계산하 다.  그림 4.6.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열교환기 

내로 온의 헬륨 유입을 차단한 시 부터 열교환기 표면으로 달되는 복사열 달

에 의해 헬륨가스의 온도는  상승하여 더 이상 수소를 액화할 수 없게 된다. 

한, 감속재용기  열교환기 하부의 온도는 공간 내에 액체수소가 존재하는 한 

복사 열침입량은 용기의 온도가 상승하기보다는 액체수소를 기화시키는데 기여한

다. 그림 4.6.4에서 경과시간 약 62분에서 수조내기기에 부하되는 열침입량이 갑자

기 어드는 시 은 그림 4.6.3에서 열교환기 하부의 온도가 증가하는 시 과 동일

하다.  즉, 열침입량을 산출할 때 수조내기기에 충 된 액체수소가 복사열 달에 의

해 기화되는 질량유속을 측정하 기 때문에 열침입량은 충 된 액체수소 높이에 의

존하게 된다.  따라서 감속재용기, 연결배 , 열교환기가 액체수소로 충 되어 있다

고 가정한다면, 복사열 달에 의해 액체수소의 기화량은 증가할 것이며, 이는 복사

열 달 면 에 비례할 것으로 상된다.  감속재용기에 부하되는 복사열 달에 의

한 열침입량은 약 9 W이며, 감속재용기 외부표면  (약 0.096 m
2
), 연결배  외부

표면  (약 0.116 m
2
), 열교환기 외부표면  (약0.3989 m

2
)을 고려하면, 아래 식과같

이 약 57 W로 산출된다. 

 leakheatHXTTMCMC QAAAWA _/ :)(9: ++=

    본 열사이펀 성능시험 설비에서 진공용기 내에 열교환기  감속재용기를 조립

하기 해 사용된 지지체  간격체의 재질은 CFRP이므로, 3차년도에 수행된 계산 

결과에 따라, 이를 통한 도에 의한 열침입량은 약 41.4W 이며, 수소배 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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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열침입량은 7.6 W 이다.  따라서 본 열사이펀 성능시험에서 부하되는 총 열침

입량은 105.8 W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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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3 Temperature profile along the elaps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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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4 Non-nuclear heat load along the elapsed time

  다. 수조내기기 냉각속도 검토

   헬륨냉동계통의 기동을 시작하는 시 부터 수소계통 내의 수소를 액화시켜 온

정상운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헬륨냉동계통의 운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헬륨냉동계통에서 순환되는 온 헬륨의 질량유속이 작을수록 수조내기

기  냉동박스를 냉각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증가하게 된다.  하나로 냉 성자

원에서 헬륨냉동계통을 기동시킨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원자로를 기동할 

수 있는지에 한 운 경험을 습득하기 해 헬륨냉동계통 내의 순환 헬륨의 유량

을 달리하여 온 정상운  상태에서의 냉동용량 280W, 350W, 500W를 각각 발휘 

할 수 있도록 운 하 을 때, 시간에 따른 수소계통 내의 압력  온도의 변화를 

그림 4.6.5에 나타내었다. 헬륨냉동계통의 냉동용량에 따른 냉각속도  냉각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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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는 시간을 표 4.6.1에 정리하 다. 감속재용기에 액체수소가 쌓이기 시작하는 

지 이 감속재용기의 온도가 50 K에 도달하는 시 이므로, 실험 조건에서 최소 냉

동용량인 280 W에서 감속재용기의 온도가 50 K에 도달할 때까지 수조내기기 온

부는 1.35 K/min의 냉각속도로 냉각되며, 총 냉각되는 시간은 약 163분이 소요되었

다. 열교환기에서 온 헬륨과의 열교환에 의해 수소가 액화되어 흘러내리기 시작

하는 시 에서부터 감속재용기에 액체수소가 원하는 액 까지 충 하는 시간은 약 

97분이 소요되었다.  원자로를 기동하기 에 냉 성자원은 액체수소로 충 되어 

있어야 하므로, 냉동능력 280W 이상으로 수조내기기를 냉각시키면 4시간 20분 이

내에 원자로의 열출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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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5 Cool down of the IPA along the various cool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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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1 Cool down time for the start-up of CNS

Cooling Power [W]
Duration for Start-up of CNS [min] Cool down rate up 

to 50 K [K/min]
Cool down of IPA Liquefaction of H2

280 163 97 1.35

350 137 68 1.82

500 102 28 2.41

  라. 헬륨냉동계통 고장에 따른 열사이펀 향 검토

   헬륨냉동계통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원자로에서 지속 으로 유입되는 발열량에 

의해 액체수소의 기화에 따라 수소계통의 압력은 증가하게 되고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으면 감속재용기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감속재용기의 온도가 

재료의 상 이온도인 150℃ 이상으로 상승하게 될 수 있게 되며, 더 이상 감속재용

기의 건 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헬륨냉동계통이 고장 난 경우, 수조내

기기 내의 운 조건이 시간에 따라 어떠한 거동을 보이는지 악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냉동기 고장에는 크게 압축기 는 팽창터빈의 고장, 그리고 냉동박스

의 진공소실 등으로 볼 수 있다. 헬륨냉동계통 고장을 모사하기 해 첫 번째 경우

에는 열교환기로 유입되는 온유체의 유입을 차단, 다른 경우는 냉동박스 내로 건

조한 질소기체를 속으로 유입시켜 냉동박스의 진공도를 악화시켰으며, 이 때 감

속재용기에는 열원이 공 된 상태에서 수조내기기 내의 압력  온도를 측정하

다. 그림 4.6.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온 헬륨가스의 유입을 차단한 시 으로부터 

약 2분 동안은 충 된 액체수소 때문에 감속재용기 표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

었다. 액체수소가 완 히 기화된 후부터 지속 으로 공 되는 발열량에 의해 감속

재용기의 표면온도는 지속 으로 상승하나, 수소계통 압력은 충 된 액체수소가 완

히 기화되었을 때 약 200 kPa(a)에 도달하 으며 약 9분이 경과한 시 에 상온운

압력에 거의 도달한 이후에는 격한 압력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발열량이 부

하되는 수조내기기의 부피가 수소계통 체 부피에 비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수조

내기기 내의 기체수소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팽창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수소버퍼

탱크로 이동하면서 주변과의 열교환에 의해 다시 온도가 상온으로 낮아지면서 압력 

변화분이 상쇄되게 되어 상온운 압력 이상으로 도달하기는 어렵다. 기 하나로 

냉 성자원 자체를 보호하기 해 비정상 시 수소계통압력이 400 kPa(a)에 도달하

게 되면, 감속재용기 건 성을 해 원자로가 정지되도록 수소계통 고압력 정지변

수를 설정하 었다. 그러나 그림 4.6.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헬륨냉동계통에 이상

이 발생하여 헬륨 공 이 단된 경우라도 수소계통의 압력이 400 kPa(a)에 도달하

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소계통 고압력 정지변수를 운 여유도를 고려하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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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a)로 하향 조정하 다. 헬륨냉동계통의 냉동박스 내 건조한 질소가스를 유입한 

경우에 냉동박스에서의 진공도 변화와 수소계통의 압력 변화를 그림 4.6.8에 나타내

었다. 두 번째 경우 압력 변화속도는 진공소실이 발생하는 속도에 의존하지만, 상

으로 다른 원인에 의해 헬륨냉동계통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비해 시간에 따른 

수조내기기 상에 발생되는 상은 완화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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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6 압축기 는 팽창터빈 고장 시 운 변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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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7 냉동박스 진공 괴 시 수소계통 압력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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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8 냉동박스 내 진공 괴 시 수소계통 온도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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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진공계통 진공소실로 인한 열사이펀 향 검토

   정상운  에 진공펌 시스템 단의 밸 를 차단한 경우와 작스럽게 진공용

기 표면 는 진공배 에 발생된 leak가 발생한 경우에 의해 진공계통 내의 진공도

가 얼마나 변화하며, 변화된 진공도에 의해 수소계통 운 조건이 어떠한 변화를 보

이는지 확인하 다.  첫 번째 경우에서는 진공펌  단 밸 를 차단, 두 번째에서

는 진공계통 내로 약 10cc에 해당하는 헬륨을 주입한 후 진공펌  단의 밸 를 

닫았다. 그림 4.6.9과 그림 4.6.10에 나타난 것처럼, outgassing에 의한 진공도악화에 

따라 수조내기기에 인가되던 비핵발열량이 증가하면서 수소계통의 압력이 증가되었

으며 약 156 kPa(a)에서 평형상태를 이루었으며, 동시에 감속재용기의 온도도 약 

0.1K 정도 상승한 결과를 래하 다.  진공계통의 공정진공도 1.2x10
-5
 torr에서 헬

륨가스 10 cc를 주입한 결과 진공도는 약 6.5x10
-2
 torr로 상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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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9 진공펌  단 밸  차단으로 인한 압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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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0 진공펌  단 밸  차단으로 인한 온도변화 



- 161 -

 그림 4.6.11과 4.6.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진공계통의 진공도 악화에 따라 순간

으로 비핵발열량이 증가하면서 감속재용기 내에 충 되어 있던 액체수소가 완

히 기화될 때까지는 약 3분이 소요되었으며, 약 285 K까지 상승하는 데는 진공도 

악화가 일어난 시 으로부터 약 14분이 소요되었다. 진공계통 상에 발생한 leak에 

의해 진공도가 악화되더라도, 비핵발열량 증가에 따라 수소계통압력이 증가하게 되

어 수소계통 고압력 정지설정치에 따라 원자로는 자동 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냉

성자원의 건 성에 미치는 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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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1 헬륨주입에 의한 진공도 악화 시 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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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2 헬륨주입에 의한 진공도 악화 시 압력 거동

  바. 감속재용기 내 기포율 측정

   감속재 용기에서 사용되는 액체수소내의 기포율(void fraction)을 확인하기 하

여 감마선 도계를 설계하 다. 감마선 도계는 기포 부분과 액체에서의 감마선 

감쇄계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기포율을 측정하며, 이상 유동에서 기포율은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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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는 임의의 기포율을 가진 유체를 투과한 후 측정된 감마선의 세기이

며, 와 은 각각 기체 상태와 완  액체 상태를 투과한 후 측정된 감마선의 세기

이다. 감마선의 세기는 감마선 계측기의 계수율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6.13은 기

포율을 측정하기 해 설치된 감마선 도계를 나타낸다.

Moderator cellLead shield

Collimator

Liquid nitrogen dewar

Vacuum
chamber

HPGe
detector Ge crystal

Am-241
source

0 5 10 cm

그림 4.6.13 기포율을 측정하기 해 설치된 감마선 도계 

   감마선원은 측정 상 이 의 재질이나 계측 감도  차폐 등을 고려하여 선

택해야 한다. 일반 으로 물을 상으로 한 감마선 도계에서는 Cs-137이 많이 사

용되는데, Cs-137에서 발생되는 662 keV 감마선은 이  벽에서의 손실은 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투과 길이가 10 cm 정도인 수소 매질에서는 감쇄가 무 기 

때문에 기포율 측정 감도가 매우 작다. 따라서 가능한 작은 에 지의 감마선을 방

출하는 감마선원을 사용해야 했는데, 본 실험에서는 상용 감마선원  가장 작은 

에 지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Am-241을 이용하 다. Am-241에서 방출되는 59.5 

keV 감마선을 측정하기 한 계측기로는 HPGe 계측기를 사용하 다. HPGe 계측

기는 일반 으로 NaI(Tl) 계측기보다 계측 효율이 작기 때문에 NaI(Tl) 계측를 사

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NaI(Tl) 계측기는 분해능이 나쁘므로 59.5 keV 감마선 에

지 주변의 background 피크 향을 제거할 수 없다. 사용된 HPGe 계측기의 효율

은 40%이며, 감마선 선원 쪽 collimator 직경은 3 mm, 계측기 쪽 collimator 직경은 

4 mm이다. 감마선이 투과되는 감속재 용기 내 수소 매질의 길이는 102.5 mm이다. 

본 감속재 용기의 비핵 발열량은 약 3 W로서 무시할 수 있는 수 이므로 감속재 

용기내의 히터가 발열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열 침입은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소를 완  액체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완  액체에서의 계수

율은 감속재 용기내의 히터에 력을 공 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계수율로 정

하 다. 완  기체의 경우는 냉동기를 운 하기 않는 상태에서 측정된 계수율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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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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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4 투과 높이에 따른 계수율의 변화

표 4.6.2 히터에 공 되는 열량에 따라 결정된 기포율  

Heating power [W]

Void fraction

Lower region Upper region
Volumetric 

weighted average

0

203

425

721.4

Gas

0.000±0.042

0.018±0.040

0.065±0.040

0.078±0.039

1.000±0.036

0.000±0.043

0.110±0.037

0.318±0.038

0.410±0.034

1.000±0.036

0.000±0.030

0.076±0.028

0.225±0.028

0.287±0.026

1.000±0.027

   그림 4.6.14는 투과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측정된 계수율의 변화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감속재 용기의 아랫부분보다 윗부분의 계수율이 크며 이는 

쪽의 기포율이 더 크기 때문이다. 아래 표 4.6.2은 이 게 측정된 높이에 따른 계

수율과 각 부분의 부피를 고려하여 결정된 기포율이다.  그림 4.6.15는 본 감속재 

용기에 해 결정된 기포율을 나타낸다. 본 감속재 용기에 가해지는 총 열량은 470 

W로 상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해진 열량과 기포율사이의 계

를 선형으로 보았으며, 이 경우 470 W의 열량에 한 기포율은 fitting된 직선을 이

용하여 20%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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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5 본 감속재 용기에 해 결정된 기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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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6 측정된 액체 수소의 수

   그림 4.6.16은 이 감마선 도계를 이용하여 액체 수소의 수 를 측정한 결과이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액체수소의 수 를 측정하는데 본 감마선 도

계가 매우 유용하 다. 측정된 수 는 151 mm이었으며, 기포율을 20%, 열교환기에 

액체수소가 20%, 이동 튜 에 30%가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 을 때 계산된 수 와 

같다.  그림 4.6.17은 냉동기를 가동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에 해 감속재 용

기 내의 inner cavity 상단부에서 높이에 따라 측정된 투과 감마선의 계수율이다. 

그림에서 계수율이 격히 감소하 다가 증가하는 부분이 inner cavity의 상단부 높

이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냉동기를 운 하여 감속재 용기가 액체수

소로 차 있는 경우에 inner cavity 높이가 더 높다. 이는 낮은 온도에서 속이 수

축하기 때문에 발생된 상으로 본 감마선 도계를 이용하여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수축된 길이는 약 11 mm정도이며, 수조내기기 제작 시 이에 한 고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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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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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7 냉동기 가동 유무에 한 inner cavity 상단부 높이 변화 

7. 구조해석 검토분석

   수조내기기에 한 구조해석이 감속재용기, 진공용기  기타 구성기기에 한 

설계를 검증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수조내기기(In-pool Assembly)에 한 피로해

석  기기 설계에 필요한 하 조합 설계자료를 제공하기 해 수조내기기의 천이

운  조건이 작성되었다. 감속재용기는 안 등 이 SC-3로 분류되었으나 ASME 

III NCA-2134의 b) “설계시방서에서 3등 으로 분류된 기기는 ASME III 

Subsection NB 는 NC에 의해 건설되고 인가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감

속재용기의 구조 건 성평가는 ASME, Section Ⅲ, NB의 설계 차에 따라 수행하

다. 감속재용기  진공용기에 사용된 재료는 Al 6061-T6이다. 재료 물성치는 

ASME Section Ⅱ, Part D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 고 낮은 온도 상태에서의 설계 

응력강도를 규정하기 해 CODE CASE N-519 용하 다. 진공용기 구조물의 구

조해석은 진공용기, 상부 지, 장착 지  고정지지 에 하여 수행하 다. 

구조건 성을 평가하기 하여 Service level에 따른 하 조합을 고려한 상세해석이 

수행되었다. 냉 성자 수조내기기에 한 괴역학  건 성 평가는 격 괴손상

으로부터 수조내기기의 건 성을 확보하기 하여 필요하다. 괴역학  건 성 평

가가 수조내기기  요한 역할을 하는 진공용기  감속재용기를 상으로 수행

되었다. 제작  설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 는 비 괴검사 지시 값에 

한 정기 과 수소 설 감지계통  주기 인 검사 로그램을 설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감속재용기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Ⅲ Sub-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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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1998 Edition, 2000 Addenda의 설계 요건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 으며 최 응

력 지 은 Design condition, Level A, Level B, Test Condition에 해 모두 단면 

C에서 나타났으며 모든 설계조건에서 ASME에서 규정하는 응력한도를 만족한다. 

   하나로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의 진공용기 구조물에 한 구조해석의 용범

는 그림 4.7.1  그림 4.7.2와 같이 진공용기 상부, 진공용기 하부, 상부 지, 장

착 지  고정지지 에 하여 구조건 성을 평가하 다. 진공용기는 외부의 

하나로 수조와 감속재용기  배  사이에 진공상태를 유지하여 열 차폐를 유지하

고 수조내기기의 최종 인 압력경계를 구성하여 하나로 노심 원자로 구조물에 해

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수소-산소 반응 시 최 압력으로 

평가된 30 기압에서 진공용기는 건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진공용기 내부에는 열

교환기, 수소 배 , 냉동기 헬륨 입출배 , 감속재용기, 연결배 으로 구성되어 있

다. 진공용기는 원자로의 반사체 용기 내의 CN공에 설치되며 반사체 용기 상부 

랜지와 침니 외벽의 Backing Plate에 고정된다. 진공용기는 안  3등  품목으로서 

ASME III, ND의 설계요건에 따라 설계하 조건, Service Level A, B & D  

Test 하 조건에 부합되도록 설계하 다. 진공용기 상부 지는 진공용기의 정상

에 치하고 진공용기와 볼트로 결합되며 진공용기 내외부로 배 이 통과하는 구역

이므로 배 이 하는 부 는 용 하여 진공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다. 

한 진공용기 장착 지는 진공용기 체를 원자로에 볼트로 고정하므로 제반 진

공용기의 정상, 비정상 운 시 발생할 수 있는 하 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

다. 고정지지 는 상부 진공용기를 지지하기 하여 원자로벽체와 연결시키는 지지

로서 수평움직임을 고정하며 진공용기의 상하 움직임이 가능한 구조이다.

감속재용기 외부용기

감속재용기 내부용기

연결배관 지지대

연결배관 간격체

열교환기 간격체 지지대

열교환기 하부 간격체

열교환기 

열교환기 상부 간격체
이종금속 접합 플랜지

베이오넷

진공용기 상부 플랜지
진공배관(내부: 진공, 외부: 헬륨) 

헬륨배관(내부: 헬륨, 외부: 진공)
수소배관(내부: 수소, 외부: 헬륨)

진공용기 상부 고정지지대

진공용기 상부 고정브라켓

진공용기 장착 플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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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1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의 구성

그림 4.7.2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 진공용기 구조물

A

B

C

D

E

F

G
H

I
J

K

L
M

UPPER LOWER

G
U
I
D
E

      

Section Inside Node Outside Node

A(용접부) 20823 20824

B 21076 21006

C 14760 15775

D 14746 15761

E(용접부) 511 663

F 515 1465

G(용접부) 1287 1275

H 2065 2125

I 2003 2004

J 3180 3168

K(용접부) 7958 5401

L 7427 7235

M 7410 7206

그림 4.7.3 진공용기의 응력선형화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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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진공용기의 구조해석

   진공용기의 형상은 그림 4.7.2와 같으며 상부 용기  하부용기의 외경은 φ 250 

mm  φ 156 mm로 다르며 길이는 각각 1590 mm  1110mm이다. 진공용기의 

응력 선형화를 고려한 단면은 그림 4.7.3에 표시되었으며 모두 13개이다. 진공용기

는 형상이 좌우 칭이기 때문에 1/2 부분 모델로 FE 모델링을 하 다. 모델에 사

용된 총 요소의 수는 21,597 개이고, 총 NODE의 수는 27,386 개이며  SOLID45 요

소를 사용하여 상세하게 표 하 다. 수소 이  배 의 열교환기 상부 연결 지 에

는 외부 하 을 용하기 해 강체요소를 생성하 다. 경계조건은 진공용기 장  

랜지의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 고, 진공용기 상부의 guide가 있는 부분의 축 방

향 자유도를 제외한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 다. 하부의 지지 은 70° 방향으로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 다. 한 칭면에 칭 경계조건을 용하 으며 구조해석을 

한 유한 요소 모델링과 해석은 ANSYS 10.0을 이용하 다. 최 응력 지 은 

Design condition, Level A, Level B, Level D, Test condition에 해 표 4.7.1와 같

이 모두 단면 B에서 나타났다. 설계하 에서의 응력강도 분포는 그림 4.7.4과 같으

며 최  막응력 값은 15.2MPa이고 막응력과 굽힘응력의 합은 15.5 MPa로 계산되

었다. 수소-산소 반응시 최 압력이 걸리는 Level D운 하 에서 최  막응력 값은 

99.6MPa로 계산되었으며 상응하는 조건에 해서 ASME에서 규정하는 응력한도를 

만족한다.

표 4.7.1 진공용기 응력해석 결과(단면 B)

SERVICE CONDITION POSITION STRESS(Pa)
ALLOWABLE
STRESS(Pa)

Design 
Condition

σm 1.5208E+07 S=6.2742E+07

σm+σb

INSIDE 1.4823E+07

1.5 S=9.4113E+07CENTER 1.5208E+07

OUTSIDE 1.5593E+07

Level A

σm 9.1527E+06 S=6.2742E+07

σm+σb

INSIDE 8.9035E+06

1.5 S=9.4113E+07CENTER 9.1527E+06

OUTSIDE 9.4019E+06

Level B

σm 9.1764E+06 1.10 S=6.9016E+07

σm+σb

INSIDE 8.9252E+06

1.65 S=1.0352E+08CENTER 9.1764E+06

OUTSIDE 9.4276E+06

Level D

σm 9.9637E+07 2.0 S=1.2548E+08

σm+σb

INSIDE 9.7378E+07

2.4 S=1.5058E+08CENTER 9.9637E+07

OUTSIDE 1.0190E+08

Test Condition

Pm 1.9180E+07 0.9 Sy=2.1718E+08

Pm+Pb

INSIDE 1.8762E+07

1.35 Sy=3.2578E+08CENTER 1.9180E+07

OUTSIDE 1.9598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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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공용기 상부 랜지의 구조해석

   진공용기 상부 랜지는 ASME Ⅲ, ND의 설계 요건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 으

며 볼트는 ASME Ⅲ, NB의 설계요건에 따라 평가하 다. 진공용기 상부 랜지의 

3차원 유한 요소모델은 그림 4.7.5와 같으며 진공용기 상부 랜지는 ANSI 150# 

10"규격을 사용하 다. 진공용기 상부 랜지 모델에 사용된 총 요소의 수는 24,809 

개이고, 총 NODE의 수는 31,217 개이며 응력 해석 모델에는 SOILD45 요소를 사용

하 다. 경계조건은 응력 해석 모델의  부 는 coupling을 용하 고, 수소 이

 배 의 열교환기 상부 연결 지 에는 외부 하 을 용하기 해 강체요소를 생

성하 다. 한 볼트의 조임에 의한 하 (preload)은 Wm2 = 42,148 lbf 를 용하

다.  진공용기 상부 랜지의 응력해석 결과 Design condition에서 두께 방향 최

 막응력 값은 8MPa, 막응력과 굽힘응력의 합은 13.1 MPa로 매우 작게 평가 되

었으며 Level D에서 최  막응력 값은 96MPa, 막응력과 굽힘응력의 합은 192MPa

로 계산되었으며 체 인 구조 건 성 평가 결과 ASME에서 규정하는 응력한도를 

만족한다.

  다. 진공용기 장착 랜지와 고정지지 의 구조해석

   진공용기 장착 랜지 와 고정지지 는 안 등 으로 구조해석은 ASME Ⅲ, NF

의 설계요건에 따라 평가하 으며 구조  건 성을 확인하 다.

1

MN

MX

X

Y

Z

                                                                                -.434E+07
-.108E+07

.217E+07
.543E+07

.868E+07
.119E+08

.152E+08
.184E+08

.217E+08
.250E+08

AUG  1 2006
11:01:17

NODAL SOLUTION

STEP=35
SUB =1
S1       (AVG)
DMX =.252E-03
SMN =-.434E+07
SMX =.250E+08

1

X

Y

Z

                                                                                -.434E+07
-.108E+07

.217E+07
.543E+07

.868E+07
.119E+08

.152E+08
.184E+08

.217E+08
.250E+08

AUG  1 2006
11:01:53

NODAL SOLUTION

STEP=35
SUB =1
S1       (AVG)
DMX =.252E-03
SMN =-.434E+07
SMX =.250E+08

그림 4.7.4 Design Condition의 진공용기 응력강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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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

Y

Z

                                                                                

JUL  1 2006
09:47:28

ELEMENTS

MAT  NUM

1

X

Y

Z

                                                                                

APR 11 2006
03:58:37

ELEMENTS

MAT  NUM

그림 4.7.5 진공용기 상부 랜지  볼트의 유한 요소 모델

8. 수소-산소 반응 검토 분석

   수조내기기 내 감속재용기에는 열 성자를 원하는 장의 냉 성자로 감속시키

기 한 감속재인 약 20 K의 액체수소가 채워져 있으며, 수조내기기를 포함한 수소

계통에는 산소  질소 등의 불순물 농도를 최소화시킨 고순도(99.999%)의 수소

가스를 충 한다. 감속재용기에 틈이 발생하여 수소가 진공계통으로 출되는 경우

를 비하여 진공계통 내부는 해연마처리(Electro-polishing)도 계획하고 있어서, 

진공계통 내부  표면상에 존재할 수 있는 불순물  수소계통에 충 된 수소 내

의 불순물을 최소화시킴으로써 화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소-산소 반응이 발

생할 확률은 극히 낮다. 부가 으로, 진공계통과 수소계통은 일정 압력의 헬륨 는 

질소 가스블랭킷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소가스의 외부 설이 근본 으로 차단되도

록 설계하 다.  문헌에서 보고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화학양론비로 혼합된 수소-

산소가 단일 용기 내에서 반응하여 폭발이 일어날 경우 측정되는 최 폭발압력은 

약 6.8 bar입니다. 한 크기가 다른 두 용기가 배 으로 연결된 구조에서 한쪽 용

기에 화를 시킬 경우 다른 용기에서 발생되는 폭발압력은 폭굉 의 진행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  18.4 bar로 측정되었다.  

   진공용기 내의 수소-산소 반응을 고려하기 해서는 세 가지 요소 즉, 수소(가

연물), 산소(산화제), 화원이 공존해야 한다. 진공용기 내에서 수소-산소 반응을 

한 수소-산소 혼합물이 조성되려면, 3개의 사건이 발생하여야 가능하다. 먼 , 진

공계통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가스블랭킷계통의 경계가 깨어져 블랭킷 층에 공기

가 유입되어야 하고, 진공배 에 틈이 발생하여 공기가 진공용기 내로 유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속재용기에 틈이 발생하여 수소가스가 진공용기 내로 설되

었을 때 비로소 수소-산소 혼합물이 형성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진공용기 내에 어

떤 원인에 의하여 화원이 존재하게 된다면 수소-산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 하에서 생성되는 기 최 폭발압력은 약 15.8 bar 정도입니다.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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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내부에서 수소-산소 폭발반응으로 인해 생성되는 기 최 폭발압력을 바탕으

로 진공용기 벽면에 반사될 때 생성되는 반사압력을 산출하 다. 산출된 반사압력

이 진공용기 벽면에 미치는 응력-변형 거동을 평가하 으며, 진공용기 각 부분에서

의 등가정 압력을 산출하 다. 이 게 산출된 등가정 압력을 보수 으로 고려하

여 진공용기에서 발생하는 수소-산소 반응에서의 사고압력을 설정하 다.  수소-산

소 반응에서 생성되는 기 폭발압력은 시간에 따라 지수 으로 감소하는 성향에 

의해 최 반사압력은 38 bar로 계산되었으며, 폭발압력이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

리는 시간을 보수 으로 10 ms로 가정하여 진공용기 상부와 하부에서의 등가정

압력을 계산하 다. 진공용기 상부와 하부에서의 등가정 압력은 각 15.2 bar, 22.8 

bar으로 산출되었다.  계산 결과와 보수성을 고려하여 진공용기의 설계압력을 30 

bar로 설정하 다. 즉, 진공용기가 30 bar로 설계된다면 진공용기는 수소-산소 반응

사고 시 원자로의 물리  보호측면에서 사고압력을 견딜 수 있는 물리  안 방호

벽이 될 수 있다. 한, 진공용기 건 성 평가에 의해 수소-산소 반응의 사고압력인 

30 bar에서 진공용기는 건 성을 유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9. 안 성분석보고서 검토/답변/승인

   냉 성자 연구시설에 한 안 성분석보고서를 심사용으로 제출한 이후 4차년도

에 2차례의 질의서를 받아 각 질의 사항에 한 근거자료와 답변을 제출한 바 있

다. 이에 한 심사 결과로 경미한 수정  추가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청 받아 ‘하

나로 냉 성자 연구시설 안 성분석보고서 1차 보완 제출’ 공문(하나로안 리랩

-384, 2007.06.19)을 규제기 에 제출하 다. 1차 보완 결과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비안 등 으로 분류된 감속재용기를 원자로 구조물과의 압력경계를 유지하

는 진공용기와 동일한 안 등 (SC-3)으로 변경함.

     [변경 과 비교하여 감속재용기의 구조 안 성은 동등한 수 이나, 구조해석 

시 용 기술기 이 일반 압력용기 기술기 인 ASME Sec. VIII 신 안

-3등  기술기 인  ASME Sec. III를 용하 고, 품질 Q등   내진 I등

으로 수정되었음. 이를 통해 보다 엄격한 품질 리 체계에서 제작/설치 될 

것임.]

   □ 냉 성자 실험동 사용 검사에서 유도  차폐실 제작용 콘크리트가 고 도 

콘크리트(3.5 g/cc)에서 일반(2.3 g/cc) 콘크리트로 변경 승인됨에 따라 련 

문구와 재료 변경에 따른 차폐계산 결과를 히 수정함.

   □ 냉 성자 유도 의 이아웃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한 원자로건

물 통구의 치와 크기가 변경되었음. 이와 련된 문구  도면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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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 성자 계통운 과 연계된 원자로 비상정지 신호는 수소계통의 고압력과 

압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음. 헬륨냉동계통 비정상 시 감속재 용기

에서의 속 기화, 팽창하는 수소의 반응에 한 원자로의 안 을 향상하기 

하여 수소계통의 고압력을 400 kPa(a)에서 200 kPa(a)으로 변경함.

   □ 냉 성자 연구시설의 시운 조직  책임사항을 추가하고 하나로 운 기술지

침에 련 부분을 반 함.

   상기의 보완 자료를 제출 이후, 냉 성자 연구시설에 한 안 성분석보고서가 

2007년 8월 3일에 최종 승인되었다. 이와 별도로 냉 성자 연구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하나로 운 변경허가 신청서를 2007년 3월 30일에 제출하여 이에 한 승인을 

2007년 5월 14일에 획득하 다. 이로써, 냉 성자 연구시설 설치  이에 따른 하나

로 운 변경허가 승인이 최종 완료되었다. 

<연구성과물>

□ ‘하나로 냉 성자 연구시설 추가 련 운 변경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통보’

   (원자력안 과-1339, 2007.05.14)

□ ‘하나로 냉 성자 연구시설 안 성분석보고서 1차 보완 제출’ 

   (하나로안 리랩-384, 2007.06.19)

□ ‘냉 성자 연구시설 안 성분석보고서 11.6.11  수정 제출’ 

   (하나로안 리랩-481, 2007.07.26)

□ ‘하나로 냉 성자 실험시설 설치 련 운 변경허가신청서 검토결과 통보’

   (원자력안 과-2303, 2007.08.03)

10. 사용 검사 신청서 제출

   냉 성자 연구시설의 설치는 원자로시설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추가 설치 시설 

 원자로시설의 안 성 확인  검을 한 사용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 다. 사

용 검사 신청의 범 는 원자력법 시행령 제29조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09호 제

3조의 1항 1호(별표 1 련 검사), 1항 2호(별표 2 련 검사)  2항(별표 5 련 

검사)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설치검사  성능검사이다. 이와 더불어 냉 성자 실험

동 사용 검사 신청 시[공문번호: 하나로안 리Lab-320 (시행일자: 2006.06.21)] 시

험조건 불충족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냉 성자 실험동 유도  차폐실 차폐성능시험

이 사용 검사 범 에 포함된다.

   사용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기 에 규제기 의 검사원들과 검사 계획  검사 

항목을 선정하기 한 검사  설명회를 2008년 3월 17일에 개최하 고, 의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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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토 로 냉 성자 연구시설 설치에 한 사용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 다.

   사용 검사는 구조물  공정설비 분야로 분류되어 설치검사와 성능검사를 수검

하게 된다. 냉 성자원 시설계통의 구조물  설비들은 원자로 1차 정지기간인 

2008년 5월 3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설치완료 되며, 이후부터 건설인수시험 

 계통성능시험을 수행하면서 가능한 시기마다 사용 검사가 진행될 정이다. 수

조내기기는 시설계통의 설비들이 설치완료된 이후에 2차 원자로정지 시기인 2009년 

8월 31일까지 설치될 정이다. 계통별 성능시험 완료 이후부터 계통종합성능시험 

 원자로연계시험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행될 정이며, 이를 통해 냉 성자 

연구시설의 정상운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냉 성자 연구시설 설치를 한 하나

로의 운 정지 계획은 아래와 같다.

   □ 1차 정지(2008.05.03～2008.09.30) : 원자로실 건축설비  요 계통 기기설치

   □ 2차 정지(2009.05.01～2009.08.31) : 수조내기기 설치  성능시험

   냉 성자 연구시설에 한 사용 검사 신청서 제출은 차기년도인 6차년도에 수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8년 5월 3일부터 착수되는 설치공사의 일정과 원활

한 사용 검사 수검을 하여 5차년도에 신청 완료한 것이다. 6차년도에는 설치공

사 수행에 따른 설치검사  성능검사 등이 수행될 정이다.

<연구성과물>

□ 하나로 냉 성자 연구시설의 사용 검사 계획서(안)

□ ‘냉 성자 연구시설 설치에 한 사용 검사 신청’ 제출

   (하나로안 리과제-130, 2008.04.04)

11. 시운  비

  가. 시운  로그램 개발

냉 성자원 시설계통개발 과제에서는 냉 성자 공정설비 설치공사 완료 이후에 

건설인수시험과 계통기능시험을 완료하 다. 이러한 시운 은 계통을 구성하는 단

품들에 한 설계요건을 검사하고 계통단 별 성능요건을 시험하는 것으로 수조내

기기와 연계하지 않고 시설계통의 공정설비 자체를 상으로 수행된 것이다. 냉

성자원 시설계통을 구성하는 수소계통, 진공계통, 가스블랭킷계통, 헬륨냉동기계통

은 각각 수조내기기에 수소가스를 공 하고 공정진공도를 유지하고 랜지 부분의 

설을 감시하기 한 헬륨블랭킷 가스를 공 하고 열교환기에 액체 헬륨의 공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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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설계된 것이므로 수조내기기와 연계된  계통종합성능을 통해서 냉 성자원 

시설계통과 수조내기기의 종합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종합성능시험 이후 원자로연계시험을 수행하여 원자로 출력 상승이 감마 히 에 

의해 헬륨냉동기의 냉동능력을 최종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냉 성자 연구시설의 

시운  로그램은 계통성능시험이 완료된 이후의 계통종합성능시험과 원자로연계

시험 수행 차와 추진 일정을 의미한다. 원자로를 운 하는 부서와의 의를 통해 

2009년 5월부터 4개월간 장기 운 정지하기로 결정하 으며, 정지기간 반부 2개

월동안 수조내기기를 설치완료하여 냉 성자원 시설계통과의 연계 기 시험  세

정작업을 수행할 정이다. 한, 후반부 2개월 동안 계통종합성능시험을 수행하여 

원자로 운 조건을 배제한 조건에서 냉 성자원 시설계통과 수조내기기의 종합성능

을 최종 으로 검증할 정이다. 2009년 8월부터 2주일간 원자로연계시험을 한 

원자로 운 일정이 수립되어 있다. 이 기간동안 원자로 출력을 출력에서 30MW

까지 진 으로 증가시키면서 원자로연계시험을 수행할 정이다. 시운  로그

램이 성공 으로 종료된다면, 2009년 9월에 하나로에서 최  냉 성자가 생산될 

정이다.

  나. 시운 차서 작성

시운 차서는 냉 성자원 시설계통과제에서 수행한 계통기능시험 이후에 필요

한 표 4.11.1과 같이 종합성능시험 차서와 4.11.2와 같이 원자로연계시험 차서가 

작성 상이다. 계통기능시험 결과와 설계요건  원자로 운 특성을 감안하여 

차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09년 4월까지 작성 완료될 정이다. 작성된 차서는 

하나로 운 기술지침  문서 리 기 에 따라 련 부서의 검토과정을 통해 보완

될 정이다.

표 4.11.1 종합성능시험 차서 목록

연번 차서 번호 차서 제목

1 HAN-CNS-IST-001 종합운 시험(헬륨충 )

2 HAN-CNS-IST-002 자동밸  구동용 압축가스 상실 시험

3 HAN-CNS-IST-003 종합운 시험(수소충 )

4 HAN-CNS-IST-004 수소계통 충 /배기시험

5 HAN-CNS-IST-005 비핵발열량에 한 냉 성자원 성능시험

6 HAN-CNS-IST-006 외부 원상실시험

7 HAN-CNS-IST-007 제어컴퓨터 상실시험

8 HAN-CNS-IST-008 헬륨냉동기 고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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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2 원자로연계 시운 차서 목록

연번 차서 번호 차서 제목

1 HAN-CNS-RIT-001 원자로 출력증강에 따른 열사이펀 확인

2 HAN-CNS-RIT-002 원자로 출력변화에 따른 HRS 자동부하 조 기능 확인

3 HAN-CNS-RIT-003 원자로 정지에 따른 냉 성자원 정상 회귀 확인

4 HAN-CNS-RIT-004 정상출력에서 냉 성자원 정상운  확인

5 HAN-CNS-RIT-005 수소계통 정지변수에 의한 원자로 trip 확인

12. 인허가

  가. 이종 속구 설계변경 승인 획득

수조내기기는 원자력 안 등 (SC-3)에 해당되어 ASME Sec. III ND의 기술기

을 용하여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공용기와 감속재용기의 재료로 선

정된 AL 6061-T6와 열교환기와 진공용기 상부 의 재질로 선정된 STS 304L의 용

을 해서는 반드시 이종 속 구가 필요하 다. 원자로 반사체에 설치되어 재질

의 방사화가 이루어지고, 설계개선 는 유지 리를 해 수조내기기를 원자로에서 

분리하는 경우 재료의 반감기가 짧은 알루미늄 합 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

므로 진공용기의 재질을 AL 6061-T6로 선정하 다. 감속재용기와 열교환기를 연결

하는 부분과 진공용기와 상부연결 을 부분에 AL 6061-T6와 STS 304L을 용 할 

수 있는 이종 속 구가 필수 부품으로 설계되었다. 이종 속 구는 랑스의 

Thevenet & Clerjounie사에서 세계에 독  공 하고 있는 품목으로 ASME Sec. 

VIII 일반압력용기 기술기 으로 제품성 서가 발행되므로, 원자력 안 등 에 해당

하는 ASME Sec. III ND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안 등 으로 설계된 

수조내기기에 비안 등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코드 부 합 사항이 발생하게된다. 

이러한 경우, 원자력 안 등 의 법  검사항목인 공인검사와 상요 검사에서 지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코드 요건에 합한 부품 구매 는 부품 

특이성을 인정하여 수조내기기의 성능요건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 설계변경 허

가 획득 이외의 다른 해결 방안 없다. 최종 으로 이종 속구의 제품 특이성을 고

려하여 진공용기의 설계변경을 추진하기로 하 다. 

수조내기기의 내진구조해석 결과와 이종 속구 제작사에서 발행된 수압시험  

헬륨 설시험 결과를 근거로 비안 등  부품이지만 수조내기기와 원자로의 구조건

성과 성능요건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하 고, 련 자료를 규제기 에 제

출하여 안 등 인 수조내기기 조립체에 비안 등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설계변

경 승인을 획득하 다.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 진공용기의 고진공 설 는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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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설 가능성을 원천 으로 배제하기 해 당  볼트 체결구조의 랜지에서 

용 구조로 변경한 것이며, 이를 통한 수조내기기의 기 성능 개선으로 수소가스 

취 에 한 안 성을 향상시켰다. 설계변경은 수조내기기의 설계요건에 따라 구조

해석을 수행하 으며, ASME에서 규정하는 응력한도를 만족시켰다. 진공용기는 진

공단열 기능을 갖는 동시에 압력경계로서 수소폭발 시 원자로구조물을 보호하기 

해 사고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  건 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종 구 

합 구를 이용한 용 구조로 설계 변경한 경우에도 그림 4.12.1과 같이 충분한 구조

건 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4.12.1  볼트체결 기존설계  이종 합 구 사용 설계변경

<연구성과물>

□ ‘하나로 건설․운 변경허거신청서(냉 성자원 수조내기기 설계변경) 제출’, 한국

원자력연구원 공문 하나로안 리과제-543(2008.12.24)

□ ‘하나로 냉 성자 수조내 기기 설계변경을 한 건설․운 변경허가’, 교육과학

기술부 공문 원자력안 과-512(2009.03.02)

나. 사용 검사

   냉 성자원 시설계통과제에서 수행한 유도  차폐실, 냉 성자원 기기실, 원자로

건물 통구, 진공박스 지지  등의 구조물 설치공사와 공정설비분야의 설치공사에 

한 1단계 사용 검사를 표 4.12.1과 같이 지 사항 없이 수검 완료하 다. 한, 

냉 성자 유도  과제에서 수행한 조립식 유도  차폐체의 설치 합성  구조건

성에 한 사용 검사오 완료되었다. 따라서, 구조물과 공정설비에 한 설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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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건 성에 한 사용 검사는 성공 으로 완료되었으며, 공정설비의 성능요

건에 한 2단계 사용 검사를 수검 에 있다. 한편, 냉 성자원 시설계통과제의 설

치공사 수행시 공사자재  작업자 피복 등의 오염검사와 폐기물 처분비용을 감

하기 해 원자로실내 방사성 오염도를 법 허용치 이하로 리하여 공사기간동안 

방사선 리구역 임시해제 승인을 획득하 고, 공사 완료후 방사선 리구역으로 정

상 복구하 다.

표 4.12.1  1단계 사용 검사 수검 황 

검사 항목 검사시기 검사내용 결과

유도  차폐실 '08.06 - '08.09 설치작업 합성/구조건 성 확인 합

냉 성자원 기기실 '08.06 - '08.09 설치작업 합성/구조건 성 확인 합

진공박스 지지 '08.06 - '08.09 설치작업 합성/구조건 성 확인 합

원자로건물 통부 '08.06 - '08.09 설치작업 합성/구조건 성 확인 합

조립식 유도  차폐체 '08.06 - '08.09 설치작업 합성/구조건 성 확인 합

방사선 리구역 
임시해제/운 합성 '08.05 - '08.09

방사선량률/표면오염도/공기 오염도 합성
인 방사선 리구역과/경계건 성 유지 검 합

수소계통 '08.08 - '08.11 설계요건  설치 합성 확인 합

냉각수계통 '08.08 - 08.11 설계요건  설치 합성 확인 합

헬륨냉동계통 '08.08 - '08.11 설계요건  설치 합성 확인 합

진공계통 '08.08 - '08.11 설계요건  설치 합성 확인 합

가스블랭킷계통 '08.08 - '08.11 설계요건  설치 합성 확인 합

화재방호계통 '08.08 - '08.11 설계요건  설치 합성 확인 합

력계통 '08.08 - '08.11 설계요건  설치 합성 확인 합

CNS 제어시스템 '08.08 - '08.11 설계요건  설치 합성 확인 합

원자로정지기능/계측설비 '08.08 - '08.11 설계요건  설치 합성 확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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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품질보증  사업 리

1. 품질 보증

  가. 외국의 련 규격 조사 

   외국의 연구용 원자로의 이용시설에 용하는 품질보증 규격  기 들에 하

여 조사, 분석하 으며, 이용시설에 용하는 별도의 품질규격이나 기 은 없으며, 

연구로에 용하는 규격  기 을 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구로  이용시설에 ANSI 15.8 “연구용 원자로 품질보증요건”을 용

하고 있으며, 이 규격은 1975년 제정되어 이행되어 오다가 1995년 폭 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용 원자로는 원자로를 정지하는 품목에 고장이 발생하여도 발

용 원자로와 비교할 때 공공의 안 과 건강에 향이 으며, 제한된 산범  내

에서  비용으로 신뢰성 있는 운 을 하여야 한다는 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

에 요하거나 련이 있는 품목에만 용토록 하고 있다.

   이 규격의 요건을 상세 검토하면 설계  건설단계와 운 단계에 용하는 품질

보증요건을 단계별로 나열하고 있으나, 이는 원자력 발 소에 용하는 품질보증 

규격 요건과 동소이하며, 다른 은 실험장비  기존 시설에 한 요건을 별도

로 마련하여 사업주나 운 주에게 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실험 장비인 경우에는 안 련 품목에 향을 주는 실험장비의 설

계, 제조, 설치  시설개조를 리하는 방안을 품질보증계획에 마련토록 하고 있으

며, 기존의 시설들인 경우에는 새롭게 체계를 갖추고 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

므로 재 이용가능한 모든 기록들을 수집, 보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교

체, 개조, 변경되는 안 련 품목인 경우에는 본 규격의 품질보증요건을 이행하여

야 하며, 원래의 계통이나 기기의 요건을 수하거나 그 이상의 요건을 용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유럽지역에서 주로 쓰이는 연구용 원자로 련 IAEA

규격에는 Nuclear Safety Series No. 35-G1, G2, S1, S2가 있다.

   Safety Series No. 35-S1 : Code on the Safety of Nuclear Research Reactor : 

Design 본 규격에서는 연구로의 설계와 평가를 한 안 성 개념을 제시하고 설계

활동 련 규제 감시  품질보증에 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로의 형태와 

무 하게 모든 새로운 연구로의 설계에 용하며, 기존 연구로의 주요 실험시설  

개조에 용토록 하고 있다. 연구로의 범주에는 노심, 실험시설  연구로 부지 내

에 치하는 원자로와 실험시설에 련되는 모든 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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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요건으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품질보증 로그램을 수립 시행하고 Nuclear 

Safety Standard 50-C-QA와 Safety Guide 50-SG-QA6을 용토록 하고 있다.    

50-C-QA 규격은 “ QA for Safety in Nuclear Power Plants and Other nuclear 

installation”으로 원자력발 소에 용하는 품질보증요건으로 상세 내용은 미국의 

품질보증규격인 ASME NQA-1 이나 ANSI 15.8의 요건들과 동소이하다.

  나. 외국의 용 사례 조사 분석

   미국의 ORNL의 HB-4의 냉 성자시설인 경우 안 등 을 Boiling Water 

Reactor Plants에 용하는 규격인 ANSI 52.1 "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Boiling water Reactor Plants" 에 따라 안 등 을 1,2,3  

비안 성등 으로 분류하고 ASME 규격요건을 용하고 있으며, 품질등 은 1,2,3,4

로 분류하여 품질보증요건의 용을 차등화 하여 효율 인 품질활동이 수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안 등 1인 경우는 성능이 가장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핵심품목에 용하는 

만큼 가장 엄격한 품질등 인 "품질 벨 1"을 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들의 

로는 원자로 용기 내에 있는 기기, 일차계통 압력경계 내에 있는 부품, 원자로보호

계통  시설의 운 에 방해하거나 실험에 심각한 피해를  수 있는 품목들에 

용하고 있다.

   안 등  2인 경우는 성능에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주요 부품들에 용하며, 

엄격한 품질등 인 "품질 벨 2"를 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들은 방사성 붕괴

열 제거  비상 노심 냉각계통  련 기계장 설비, 혹은 시설에 심각한 향

을 미치거나 실험에 피해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들에 용하고 있다.

   안 등  3인 경우는 일반산업체에서 용하는 경우의 성능 이상의 신뢰성을 요

하는 품목에 용하며, “품질 벨3”을 용하고 있으며, 원자로건물, 잔열제거  비

상 노심 냉각 계통의 냉각계통, 일차압력계통으로부터 방사능 출을 감시하기 

한 기계장 품목, 원자로사고경보계통에 용하고 있다.

   비안 성 등 인 경우는 일반산업체에서 용하는 수 의 성능과 신뢰도를 요하

는 품목이며, 안 등  1, 2, 3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들에 용하며, “품질 벨 4”로 

일반규격의 품질수 을 요하고 있다. 

   호주에서 용하는 사례도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안 기능에 따라 안 등 을 

1, 2, 3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품질등  한 품질보증요건에 따라 A, B, C 로 분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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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등  1인 품목들은 핵 안 을 보장하기 한 일차 인 계통  기기들에 

용하여 가장 엄격한 품질보증요건인 품질등 A를 용하고 있다.

   안 등  2인 품목들은 핵 안 에 요한 향을  수 있는 계통  기기들에 

용하고 있으며, 품질등  A 보다는 덜 엄격한 품질보증요건인 품질등  B를 

용하고 있다.

   안 등  3인 품목들은 안 등  1, 2로 분류되지 않은 계통  기기에 용되

며, 일반산업체 수 의 품질보증요건을 용토록 하고 있다.

  다. 품질보증계획

   외국의 규격  사례를 검토 분석한 결과 외국의 냉 성자원 장치 설계에 용

하고 있는 품질보증요건은 ASME NQA-1, ANSI 15.8, IAEA Safety Standard 

50-C-QA를 용하거나 용토록 하고 있어 하나로 품질보증체계에 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하나로에 설치되는 냉 성자원 장치는 하나로 부속시설이며, 하나로가 

이미 운 허가를 취득하여 가동 인 원자로설비이므로 안 등   품질보증 등  

분류체계를 기존 하나로의 안 원칙  설계기 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

존 하나로의 품질보증체계를 극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품질보증활동은 구조물, 계통, 기기 등이 가동 에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계획되고 조직 인 활동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용 규격요건에 따라 

체계 으로 이행방안을 수립, 문서화한 것이 품질보증계획서이며, 차서이다. 하나

로 냉 성자원 설비에 용하는 품질보증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으나, 기

존 하나로 품질보증계획서의 조직 편에 사업수행을 한 과제조직을 수정, 보완하

여 과제 수행을 한 품질 련 업무들을 하나로 품질보증계획서 요건에 따라 체계

으로 수행하고 문서화하도록 한다.

   다만, 하나로는 운 단계에 있으며, 냉 성자원 구축과제는 설계 기단계에 있

으므로 설계단계에서 주로 이용하는 설계 리 요건과 문서 리요건을 다음 사항들

을 으로 재검토하여 엄격한 품질보증활동이 수행되도록 할 정이다.

- 설계요구사항들이 한 방법으로 설계문서에 반 되도록 하고

- 각 조직 간의 유기 인 력 체제를 확인하고

- 설계변경사항이 설계  구매단계에서 히 반 되도록 하고

- 설계, 설계검증, 구매단계에서 문서  기록들이 련 차에 따라 이행되도록 

반 한다.

   하나로 냉 성자원 시설 구축과제에 용하는 품질보증 차서는 하나로 품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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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차서를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 운 되고 있는 차서들이 운 단

계에서 용하는 차서들이므로 설계단계에 필요한 차서들의 추가 으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이를 추가 작성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정이

다. 기존의 하나로 운  문서 리 차서에 아래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과제 수행

에 활용한다.

 - 작성부서 약어 항목에 아래 사항 추가

   냉 성자 구축 과제 책임자 : CP

   냉 성자 감속기 개발  안 해석 과제 : MC

   냉 성자 시설계통개발 과제 : CS

   냉 성자 유도   산란장치 과제 : NI

 - 서류형태 약어 항목에 아래 사항 추가

    사업 리 서류 (PM) 사업 련서류

 - 도면 종류 약어에 다음 사항 추가

    기계장 도면 (EI)  , 배   공정도면(PP) , 기계  재료도면(MM)

    토목  건축도면(CA),  기타도면(MC) 

  라. 품질 리

 

   행 하나로 품질보증계획서는 연구로이용․개발본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 

 연구과제에 용이 가능하며, 냉 성자 연구기반시설 구축  이용기술개발과제

에서 생성되는 제반 문서를 리할 수 있도록 련 서류 리 체계를 수정  보완 

완료하 다. 품질보증 기본 방침에서 부서장의 임사항을 명시하고 연구로이용․

개발본부에서 수행하는 품질에 향을 미치는 업무에 하여도 하나로 품질보증 계

획서를 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 다. 품질보증 기록 리 요건  설계문서에 하

여 냉 성자원 문서도 용하도록 명시하 으며 개념설계보고서 상에서 구분한 품

질등 (Q or T)에 한 품질보증 활동은 기존 하나로 운  품질보증 차를 용

하도록 하 다.

  품질등  품목의 설계와 시공, 기자재 제작에 한 품질업무는 하나로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계약자의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품질문서를 제출받아 해당계약자의 

품질보증체계를 검토 후 하나로 품질보증계획의 구매 리요건  품질보증 차의 

구매품목  용역의 리 차에 따라 품질감시감독, 품질검사  품질감사를 수행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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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진행 인 실험동 설계  건설은 원자력 시설이 아닌 일반 설계기 을 용

하는 것으로 원자력 계법령에 따라 품질보증요건을 용할 필요가 없으나 주요 

설계문건에 하여는 품질보증 차원에서 련 차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실험동을 제외한 하나로 원자로 건물 내부에 설치될 기자재는 개념설계보고서에 품

질품목으로 선정하도록 하 다.

당해연도 주요 검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설계기 서 : 구조, 건축, 토목, 공기조화, 소방설비, 냉각수 공  (4건)

․ 계통설명서(공기조화 등 3건)

․ 설계계산서(공기조화, 구조계산 등 6건) 

․ 기술시방서(열사이펀 등 7건)

․ 개념설계보고서 3건

․ 실험동 도면 (527건)

    (1)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우리 연구소는 원자력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원자력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기 

하여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  원자력시설 운 에 하여 품질보증 

기본방침을 규정하는 품질보증기본계획서( 규 제171호)를 수립하여 운 하고 있다. 

하나로운  품질보증계획서는 연구소 품질보증기본계획서의 하 서류로서 다목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건설  운 을 하여 수립되었다. 하나로운  품질보

증계획서는 하나로  이용연구시설의 건설  운  업무에 용하고 있다.

외국의 규격  사례를 검토 분석한 결과 외국의 냉 성자원 장치 설계에 용

하고 있는 품질보증요건은ASME NQA-1, ANSI 15.8, IAEA Safety Standard 

50-C-QA를 용하거나 용토록 하고 있어 하나로 품질보증체계에 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하나로에 설치되는 냉 성자원 장치는 하나로 부속시설이며, 하나로가 이

미 운 허가를 취득하여 가동 인 원자로설비이므로 안 등   품질보증 등  

분류체계를 기존 하나로의 안 원칙  설계기 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

존 하나로의 품질보증체계를 극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되었다. 다만, 하

나로는 운 단계에 있으며, 냉 성자 연구 기반 시설 구축  이용 기술 개발과제

는 설계 기단계에 있으므로 설계단계에서 주로 이용하는 설계 리 요건과 문서

리요건을 다음 사항들을 으로 재검토하여 엄격한 품질보증활동이 수행되도록 

하 다. 

- 설계요구사항들이 한 방법으로 설계문서에 반 되도록 하고 

- 각 조직 간의 유기 인 력 체제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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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사항이 설계  구매단계에서 히 반 되도록 하고 

- 설계, 설계검증, 구매단계에서 문서  기록들이 련 차에 따라 이행되도록 

반 한다.

냉 성자원 실험시설도 하나로 이용시설의 일부에 포함되므로 동 시설의 건설 

 운 에 하나로운  품질보증계획서를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으며, 냉 성

자원 실험시설의 건설  운 에 한 외국의 품질보증 요건 분석  용사례 조

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법령의 원자력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도록 보완키

로 하 다. 

    (2) 품질보증 업무 수행

     (가) 품질서류 검토

냉 성자원 실험시설 건설사업을 한 설계용역이 엔지니어링에 의해 수행

되었으며 설계결과물(안 성분석보고서, 설계기 서, 설계계산서, 설계요건서, 기술

시방서, 도면 등) 130여건에 한 품질검토를 수행하 다.

하나로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 구조해석 기술용역에 한 계약이 GNEC기술사

사무소와 체결되었다.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용역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를 검토하 다. 용역수행 결과물은 재 수되지 않았다. 

냉 성자원 실험시설이 배치될 실험동 건설공사 계약이 한진 공업(주)과 체결되

어 수행될 정이며 이를 한 사  비작업의 일환으로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품

질보증계획서  련 차서를 검토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토록 하 다. 재 계류

인 인허가가 허가 되는 로 본공사에 착수할 정이다. 

     (나) 공 업체 품질감독(감사  검사)

냉 성자원 설계용역 수행업체인 엔지니어링(주)에 한 품질보증감사가 

2005. 6. 29 - 6. 30일(2일간)에 실시되었다. 감사결과 설계업무가 반 으로 기수

립된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 차서에 따라 하게 수행되고 있었으나, 설계

입력 리  등록기술자 리요건이 계획서와 차서간  실행과 차서간 상충됨

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조치 요구하 다. 한 사업품질보증책임자가 사장 직속 품

질보증부장에게 직  보고하며 사업 리인과는 조직상 독립 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품질보증계획서의 조직표상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사업수행계획서상 조

직도에도 잘못 기술되어 있어 련 조직도를 개정  제출할 것을 요구하 다. 감사

지 사항 3건이 발행되었으며 이는 회신기한인 8. 30일까지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종결되었다.

모의시험용 열사이펀 헬륨냉동기 제작업체인 동화기연(주)에 한 최종 출하검사

가 2005. 10. 6일 부산공장에서 수행되었다. 검사결과는 만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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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계획 수립  업무 수행

    (1)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냉 성자원 실험시설은 하나로 이용시설의 일부로 간주되어, 동 시설의 건설  

운 에 하나로운  품질보증계획서를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으며, 냉 성자

원 실험시설의 건설  운 에 한 외국의 품질보증 요건 분석  용사례 조사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법령의 원자력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도록 보완하

다. 

   하나로운  품질보증계획서는 18조항의 원자력 품질보증 요건에 맞추어 제18장

으로 구성되었으며 수립한 품질보증기본계획서의 효율 인 수행을 하여 연구소 

품질보증 업무 이행에 한 세부 차를 기본 차서 형태로 수립하여 운 하고 있

다. 이 기본 차서는 필요에 따라 로젝트별 품질보증계획서의 부속서류로서 사용

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로 로젝트용 차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하나로의 경우, 기본 차서 15종과 로젝트용 차서 5종으로 총 20

종의 차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나로 냉 성자원 실험시설에 용하는 품질보증 차서는 하나로 품질보증 차

서를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 운 되고 있는 차서들이 운 단계에서 

용하는 차서들이므로 설계단계에 필요한 차서들의 추가 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이를 추가 작성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정이다. 

    (2) 품질보증 업무 수행

     (가) 품질서류 검토

   냉 성자원 실험시설 건설사업을 한 설계용역이 엔지니어링에 의해 수행

되었으며 설계결과물(안 성분석보고서, 설계기 서, 설계계산서, 설계요건서, 기술

시방서, 도면 등) 110여건에 한 품질검토를 수행하 다. 하나로 냉 성자원 수조

내기기 구조해석 기술용역에 한 계약이 GNEC기술사사무소와 체결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냉 성자원 실험시설이 배치될 실험동에 한 건설공사 계약이 한진 공업

(주)과 체결되어 수행되고 있다. 

     (나) 용역공 업체 품질평가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 In-pile plug assembly  primary shutter 시스템 설계

용역(설계, 구조해석, 제작 supervision 포함)에 한 국제입찰 평가를 수행하 으며 

아르헨티나의 INVAP사와 독일의 MTF가 응찰한 바, 독일 MTF사가 최종 낙찰되

었다.  냉 성자원 실험시설 설계업체인 엔지니어링(주)와 하나로 냉 성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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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내기기 구조해석 기술용역업체인 GNEC기술사사무소, 그리고 냉 성자원 실험

동 건설업체인 한진 공업(주)에 한 품질확인  감시활동이 각각 수행되었다.

  바. 품질 서류 검토  용역공 업체 품질 평가

    (1) 품질서류 검토

  냉 성자원 실험시설 건설사업을 해 엔지니어링에서 최종설계결과물로 

제출한 설계문서  냉 성자원 시설계통 설치공사 용역을 진행하기 에 최종 으

로 원자력연구원 자체 으로 개정한 기술시방서  설계도면에 한 품질검토를 수

행하 다. 하나로 냉 성자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 성 평가용역에 한 계약이 

(주)GNEC와 체결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냉 성자원 시설계통 설치공사에 한 공

사계약이 건설(주)과 체결되어 수행되고 있다. 

    (2) 용역공 업체 품질평가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 설계  제작용역을 해 국내 제작업체인 (주)무진기연, 

(주)원일티엔아이, 그리고 (주)수력을 방문하여 수조내기기 제작 가능 업체인지를 

악하기 해 품질평가를 수행하 다. 2단계 기술입찰평가를 수행하 으며, 품질평

가를 수행한 업체  (주)무진기연과 (주)원일티엔아이가 응찰하 으며, (주)무진기

연이 최종 낙찰되었다. 

   냉 성자원 시설계통에 설치되는 자동공압밸 의 제작용역 입찰 응찰업체인 키

밸 (주), 수소박스 제작용역 입찰에 응찰업체인 제이오(주)의 업체의 품질보증시스

템 평가를 수행하 다. 냉 성자원 실험시설 설치공사 업체인 건설(주), 하나로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 제작기술 용역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 설계변경에 의한 

건 성평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인 (주)GENC, 하나로 냉 성자원 방사선 차

폐문 제작업체인 일진네트웍스, 냉 성자 시설계통 기배 반 제작업체인 엘에스

산 (주), 냉 성자 제어컴퓨터  정지 넬 제작업체인 공업, 그리고 냉 성

자원 실험동 건설업체인 한진 공업(주)에 한 품질확인  감시활동을 각각 수행

하고 있다.

  사. 품질보증 업무수행

   냉 성자원 수조내기기 제작도면에 한 품질보증 업무가 수행되었으며, 연구원 

QA 과 력하여 제작도면, 차서에 한 검토와 승인을 완료하 다. 한, 각 과

제별로 제작하고 있는 기자재의 품질확보를 해 제작사에서 제출하는 제작  시

험 차서를 해당 기술기 과 원자력 품질기 에 합하게 검토 보완하 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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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성자 연구시설 구축사업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안 등  SC-3과 품질Q등 으로 

분류되는 수조내기기 제작사에 한 품질감사  하청 업체에 한 품질보증활동을 

통해 설계요건과 품질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차를 수립하 다. 수조내기기 제작

에 참여한 무진기연(주), 기와와이어(와이어 커  가공), 부성기공(NC 선반가공), 

KOSTEC(비 괴검사), (주)에치 이알(벨로즈토  제작), (주)한라이비텍( 자빔 용

), 진 도 (아노다이징), COTEC( 해연마) 등의 력업체에 한 품질 리 차

서를 승인하 고, 승인된 차에 따라 력업체의 품질 리 활동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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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리

  냉 성자 연구기반 시설  이용기술 개발과제의 원활한 사업 리를 해 과제 

수행 에 발생되는 모든 사업문서 리에 하여 반 인 체계를 수립하 다. 

  가. 일반사항

   과제 수행 에 KAERI에서 생성된 기술도서는 하나로 운  품질 보증 차서

를 기본 으로 따르는 것으로 하되, 상이한 부분을 기술함으로써 CNS 과제에 용

되는 공문서의 리방법을 기술하 으며, 와의 과업 수행 에 생성된 기술도

서는 물론 련된 조직 간의 모든 결정사항, 회의록, 보고서  조치사항 등을 문

서화하여 조직 간에 달  교환하기 한 공문서의 리방법 등에 한 것이다.

  나. 공문서의 분류 

    (1) 계약상의 공문서

    본 문서는 계약상의 과업 범 , 과업기간  계약 액과 같이 양사간의 요

한 계약사항과 그에 련된 계약변경사항  과업수행  운 에 한 요한 의사

결정사항을 달하고자 할 때 공식문서를 사용하며, 본 문서는 각 사의 계약 표

자 는 임 받은 자의 서명으로 수․발신되며 각 사의 내규에 하여 리하도록 

한다.

    (2) 설계용역문서

    반 인 용역 업무를 효율 으로 추진하고 연구원과 엔지니어링(주)간의 

의사교환을 원활히 하고 신속히 달  교환하기 하여 계약상의 공식 문서를 

신하여 설계 용역 문서를 사용한다.   설계 용역 문서는 일반 인 용역문서와 모

든 설계 기술문서 등의 수․발신과 용역 련 의  조사항 달시 용한다.

    (3) 보조문서

    상기 공식 문서 외에 련 조직 간의 의사를 보다 신속히 달하고 결정

하기 하여 공문서의 보조 수단으로 보조 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보조 문서

는 회의록, Facsimile, E-mail 등이며, 공식 문서를 통해 조직 간에 문서 달 

 교환되어야 그 효력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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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업문서 번호 부여 체계

  냉 성자 연구기반시설 구축  이용기술 개발과제 수행  KAERI가 발행하는 

지시서, 차서, 도면 등 기술  요건이나 품질요건을 규정하거나 품질에 향을 주

는 활동을 기술하는 문서는 기본 으로 하나로 운  품질 보증 차서. 

QAP-HA-6.2 “하나로 운  서류 리”를 따라 서류번호체계를 기본 으로 용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수정 보완한다.  

  라. 사업 리 업무 수행

냉 성자 연구시설 구축  이용기술개발 과제의 세부과제인 냉 성자 감속기

개발  안 해석, 냉 성자원 시설계통 개발, 냉 성자 유도 개발, 냉 성자 산란

장치개발 과제의 사업 리와 진도 검을 해 분기별 과제진도 검회의를 개최하

고, 이를 통해 과제별 업무진척사항 확인은 물론 과제간 력사항 도출, 정보 공

유 등을 통해 과제 안을 해결하는 조체제를 구축하 다. 

○ 1차 진도 검회의(INTEC 강의실, 2008.07.10)

 - 산집행 검토, 과제 안 검토, 설치공사 진도 검, 과제간 조 사항 의

○ 2차 진도 검회의(온양 그랜드호텔, 2008.10.21)

- 과제 안, 과제간 연계사항 진도 검, 설치공사 후속조치 방안 검토

○ 3차 진도 검회의(원자력연수원 1층 계단식 강의실, 2009.03.20)

- 과제 진도 검, 6차년도 연차실 서 작성  7차년도 업무계획 의

<연구성과물>

□ ‘냉 성자 연구기반시설 구축  이용기술개발과제 진도 검회의 3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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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1. 목표 달성도

감속재용기, 열교환기, 수소 장탱크 진공용기, 배  등 수조내기기 모든 부품

에 한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가 수행되었고, 사고해석, 열수력해석, 구조

해석 등 다양한 해석과 열사이펀 시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 다. 안 분석보고서 

승인  사용  검사 등 인허가를 완료하 다. 시운  차서의 작성과 시운 을 

통하여 운 차서가 작성되고 재 시설운 부서에서 정상 인 계통의 운 이 

되고 있다.  

1. 설계
  ○ 감속재용기 개념 설계

    - 감속재 감속능 및 감속재 선정
    - 감속재용기 핵공학적 개념 설계

  ○ 중성자속 및 발열량 측정
    - 열량계를 이용한 발열량 측정 개념
    - 노내 실험 장치 설계
    - 발열량 분석 

  ○ 수조내기기 개념 설계
    - 수조내기기 수소 순환계통
    - 단상 유동 분석
    - 전산코드를 이용한 2상 유동 분석
    - 수조내기기 재료
    - 수조내기기 구조 해석

  ○ 개념 설계 결과로서의 설계 변수

  ○ 원자로 조건 측정 및 분석
    - 열부하 측정
    - 열부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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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공 형상 정밀측정, 경수 필름 측정 : 냉중성자원이 최대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진공용기와 냉중성자 수직공 사이의 경수층 두께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원자로 제작 당시 만들어 놓았던 냉중성자 수직공의 
As-built 치수를 정확히 알고 이에 맞도록 진공용기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
에 따라 1차년도에 냉중성자 수직공의 형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특
수 원격 측정 장치를 개발 완료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원자로 수조 내부에서 
측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2차년도에는 측정 결과를 상세히 분석하여 진공용
기의 최적 설계치수와 설치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 감속재용기 및 수조내기기 기본 설계
    - 감속재용기 및 수조내기기 핵공학 설계
    - 감속재용기의 제작성 검토 : 감속재용기를 포함한 수조내기기의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실재 크기와 동일한 Mock-up을 제작하면서 필요한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제작성을 평가하였다. 제작성 평가에는 기밀, 내압, 저온, 피로시
험, 용접부 건전성 시험과 최족 용접조건 시험 및 평가작업 등이 포함되었
다. 제작성 평가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신기술의 접목 등을 통하여 문
제를 해결하였고 최적의 제작요건 빛 절차를 개발함으로써 순수 100% 국
내 기술력으로 수조내기기의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감속재용기 및 수조 내부 기기 유동특성 계산
    - 수조내기기 배치 및 지진구조 설계, 연결 배관 설계
    - 구조해석

  ○ 감속재용기 및 수조내기기 상세 설계 
    - 감속재용기 및 수조내기기 핵공학 설계
    - 수조내기기 비핵발열량 평가
    - 수조내기기 제작성 검토
    - 수조내기기와 시설계통과의 연계
    - 수조내기기 및 배관 상세설계, 설치설계

 2. 열사이펀 실험
  ○ 열사이펀 성능시험
    - 내부 실린더 기화실험 : 냉중성자 발생을 위해서는 액화수소로 이루어지는 
감속재의 냉각이 필수적이며, 열사이펀을 이용하면 이러한 극저온 냉각부를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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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지할 수 있다. 원자로의 발영량 변화에 대해 열사이펀 내부의 온도와 압력, 
감속재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능의 구현이 가능한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과제 수행 초기 단계에서 열사이펀 성능시험을 계획하였다.

    - 1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 2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 감속기관련 확증시험
    - 확증시험을 위한 1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 확증시험을 위한 2차 열사이펀 성능시험 : 액체수소의 열사이펌 성능은 냉

중성자 시설구축 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이다. 수소가스의 취급 
위험성과 과제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두 번에 걸쳐 열사이펀 성능시
험을 수행하였다. 1차시험은 수소가스 대신 아르곤가스를 이용하여 열사이
펀 개념 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시행하였고 2차 열사이펀 시험은 수소가스
와 극저온 냉동기 등을 사용하여 실제 운전조건 하에서 수행되었다. 열사이
펀 성능시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수조내기기의 개념과 운전절차 수립 및 냉
중성자원 계통과 수조내기기 설계에 반영하였다. 

  ○ 열사이펀 성능시험장치를 이용한 감속기 확증시험
    - 열사이펀 성능시험장치 이용 열사이펀 확증시험
    - 감마선 밀도계 이용 기포율 측정시험

 3. 제작 및 설치
  ○ 수조내기기 설치시험 및 제작
    - 수조내기기 설치시험 및 절차 개발
    - 수조내기기 설치공구 개발
    - 지지구조물 브라켓 개발
    - 수조내기기 밀착시험 : 실물의 원자로 설치 전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모의 냉중성자 수직공을 만들어 수조내기
기 Mock-up을 이용한 설치 및 밀착시험을 원자로 밖에서 수행하였다. 빔
튜브와 수조내기기 사이의 경수막의 두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조내기기
를 최대한 빔튜브 방향으로 밀착, 고정시키는 방안을 현장실험을 통하여 수
립하였고 이를 수조내기기 제작도면 및 설치절차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시
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냉중성자속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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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조내기기 설치 및 측정시험

  ○ 수조내기기 설계변경
    - 수조내기기 건전성 재평가 : 수조내기기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설지점

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조내기기 진공용기와 상부판의 체결방식을 볼트 너트
의 플랜지 형식에서 용접형식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였다. 제안된 설계변경
이 수조내기기의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고, 용접방식으로 
변경하더라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 감속재용기와 용접되는 이종금속접합금구의 건전성 평가
    - 수조내기기 구조물 지지체(내부간격체) 설계 및 영향평가

  ○ 수조내기기 제작
    - 제작 공정
    - 설계 변경
    - 성능 시험 : 원자로 운전일정과 시운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제작사인 (주)무진기연과 제작 국산화 계약을 체결하였다. 알루미늄 박막의 
용접기술 개발과 이종 금속의 적용 등 많은 기술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규격
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작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국산화를 성공하였다. 
설계변경 승인과 함께 재료확보 및 기계가공에 착수하여 단품제작 및 품질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수조내기기의 조립과 성능검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인검사가 완료 후  하나로 현장에 도착되었다. 

  ○ 수조내기기 설치
    - 설치를 위한 초기 준비 : 수조내기기 Mock-up을 이용하여 원자로에서 두 

번에 걸쳐 장착시험을 수행하였다.  1차 장착시험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간
섭사항을 수조내기기 모형물에 반영하여 재제작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2
차 장착시험을 수행하였다. 원자로에서 장착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추후 수조
내기기 설치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 수조내기기 설치시험을 
통하여 설치절차서를 개발하고, 설치에 필요한 공구도 자체 개발하였다. 

    - 고정 브라켓 및 장착플랜지 설치
    - 수조내기기 설치 : 약 300kg의 수조내기기가 완전히 조립된 상태에서는 이

동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체를 크레인으로 매달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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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노심에 정확하게 장착하여야 하는 고난도 설치작업에 대비하여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보조기구의 제작, 제작사에서의 모의 설치시험 
수행, 설치절차서 작성 등을 수행하였다.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특수작업에 대비하여 과제원과 제작사, 설치자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예정
된 설치작업을 성공하였다. 

4. 안전해석, 인허가 및 시운전
  ○ 인허가
    - 인허가 절차 : ‘07년말 확정되었던 수조내기기 상세설계는 상부플랜지를 볼

트체결 방식으로 결정하였으나, 설계검토 과정에서 수소가스의 누설을 원천
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접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수조내기기의 건전성평가와 관련된 구조건전성 해석을 재수행하
였다.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설계시방서와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등을 전면 
재작성하였으며 이들 자료를 정리하여 규제기관에 인허가 변경신청을 하였
고 약 6개월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2009년 초 승인을 받았다. 규제기관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안 특수 이종금속금구의 제작특성과 박막 알루미늄 감
속재용기의 용접 타당성, 가공방법 등을 제작사와 함께 현장시험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 인허가 혹은 안정성 주요 항목
    - 사고 해석

  ○ 안전성 검토

  ○ 안전해석
    -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 : 방사선 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수행으로 초기사건을 파악하고 주요 사건에 대한 시
나리오를 마련하여 정량적/정성적 사고분석을 수행 완료하였으며, 안전성분
석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한 2차에 걸친 규제기관
의 질의서에 대해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답변을 완료하였다. 

 
    - 사고 해석
    - 환경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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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수력 분석
    - 감속재용기의 열적 해석
    - 수조내기기 감속재용기 용융사고 해석 : 비정상사고로 인한 감속재용기 용융

사고 발생 시 진공용기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하나로의 안
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냉중성
자원 연구시설의 방사선 방호를 위해 원자로실 및 실험동 차폐분석도 수행, 
완료하였다.

  ○ 방사선방호 검토 분석
    - 원자로실 차폐 분석
    - 실험동 차폐분석

  ○ 열사이펀 성능 검토 분석 
    - 진공용기 내 도달 진공도 검토
    - 수조내기기 상의 열침입량 검토
    - 수조내기기 냉각속도 검토
    - 헬륨냉동계통 고장에 따른 열사이펀 영향 검토
    - 진공계통 진공소실로 인한 열사이펀 영향 검토 : 헬륨냉동계통 고장 및 진공

계통 진공소실로 인한 열사이펀 영향 분석을 수행하여, 감속재용기 건전성
을 유지하기 위한 수소계통 고압력 정지변수 설정값을 결정하였다. 수조내
기기의 파괴역학적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 또는 비파괴검사에 대한 판정기준과 수소누설 감지, 그리고 
주기적인 검사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감속재용기 내 기포율 측정 : 수조내기기 제작 과정에서 비파괴검사와 기포
율 측정시험 등을 수행하여 극저온에서 수조내기기의 수축현상을 확인하였
다. 수축현상으로 인해 감속재용기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 생산되는 최대 냉
중성자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축현상을 감안하여 감속재용
기의 재료와 위치, 크기 등을 상세설계 도면에 적절히 반영하여 최적의 운
전조건을 찾을 수 있었다. 

  ○ 구조해석 검토 분석
    - 진공용기 구조해석
    - 진공용기 상부 플랜지의 구조해석
    - 진공용기 장착플랜지와 고정지지대의 구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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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산소 반응 검토 분석 : 사고해석의 주요 안건인 수소-산소 화학반응에 
대한 분석을 꾸준히 수행하여 완결하였으며 국외 냉중성자원 시설의 분석 결
과와 다수의 참조문헌들도 비교 검토하여 그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는 냉중성자원의 압력경계가 되는 진공용기의 설계압력으로 적용하여 냉중성
자원 설치로 인해 하나로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답변/승인 :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차례의 
질의서를 받아 근거자료 및 답변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심사 결과로 
경미한 수정 및 추가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청 받아 ‘안전성분석보고서 1차 보
완제출’공문을 규제기관에 제출하였고 안전성분석보고서가 2007년 8월 3일 
최종 승인되었다. 이로써 냉중성자 연구시설 설치 및 이에 따른 하나로 운영
변경허가 승인이 최종 완료되었다.

  ○ 사용전검사 신청서 제출 : 냉중성자 연구시설의 설치는 원자로 시설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추가 설치시설 및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 및 점검을 위한 사용
전검사신청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하였고 약 6개월에 걸친 사용전검사 설치 검
사를 한건의 지적도 없이 완료하였다. 

  ○ 시운전 준비
    - 시운전 프로그램 개발 : 수조내기기의 시운전은 4개의 연결배관(헬륨냉동기 

2개, 수소배관 1개, 진공배관 1개)이 노외공정계통과 연결된 2009년 중반부
터 시작되었다. 노외공정계통이 정상운전되는 동안연결배관의 누설여부, 극
저온 헬륨가스배관의 건전성, 공정진공도 도달시간 등을 냉중성자원 시설계
통 시운전과 동시에 수행되었다. 

    - 시운전절차서 작성 : 기기누설 등을 포함하는 건전성 시험이 완료된 후 원자
로 연계시험을 실시하였다. 원자로 전출력 운전조건에서 수조내기기의 감속
재용기 등은 충분히 양호한 상태로 정상운전됨을 확인완료하고 장기운전시
험을 수행하고 있다. 시운전절차서를 포함하여 시운전결과보고서, 운전절차
서 등을 작성 완료하고 현재 시설운영부서로의 인계가 진행 중에 있다.

  ○ 인허가
    - 이종금속구 설계변경 승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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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전 검사

5. 품질보증 및 사업관리
  ○ 품질보증 : 대과제 전반에 대한 품질보증 및 사업관리 업무 수행하였으며 품

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에 근거한 품질보증 활동 수행하였다. 

  ○ 사업관리 : 사업 예산관리, 공정관리 문서관리 등은 MS-project 프로그램 등
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효율적인 예산 분배에 따라 업무의 효율
성 및 수조내기기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수조내기기 제작 업무를 수조내
기기 제작기술용역과 수조내기기/배관 제작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2. 련분야에의 기여도

감속재 선정을 한 열사이펌 성능시험 수행과 감속재용기  수조내기기에 

한 핵설계, 열유동  구조해석 등의 설계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 다. 

Mock-up를 제작하여 제작성 검토  설치시험을 사 에 수행하여 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들을 미리 해결한 것은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조치라고 평

가한다. 열사이펀 시험은 감속재용기, 열교환기, 수소 장탱크 진공용기, 배  등 

수조내기기 모든 부품에 한 설계분석을 수행하고, 실제계통과 최 한 유사하도

록 하고 열사이펀 시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실제계통에 용하여 한 계통설계

가 되도록 하 다. 

1mm의 알루미늄 박막 용 , 극 온 기기의 설계  제작기술, 이종 속 구의 

용 등 매우 특수한 안 등  기기의 제작 국산화를 성공한 것은 향후 연구로 

기술수출 경쟁력을 크게 향상 시킬 것이며, 제작사와 함께 국내 수조내기기 본품

을 설계, 제작하고 ASME code에 하여 제작, 검사, 조립, 성능시험(기 , 내압, 

온, 피로)을 완료한 것은 국내 기술력을 한단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이다. 

수조내기기를 크 인으로 매달고 원자로 노심에 정확하게 장착하여야 하는 고

난도 설치작업에 비하여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한 특수 보조기구의 제작, 

제작사에서의 모의 설치시험 수행, 설치 차서 작성 등을 수행하여 정된 설치작

업을 일정 지연 없이 성공한 것은 연구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설치 

완료 후 냉 성자속 측정결과 품질이 랑스와 독일에 이어 세계 3  수 의 고

 냉 성자가 생산된다. 이 냉 성자를 이용하면 물질 내부의 구조와 운동을 나

노미터(10억분의 1m) 수 까지 측정할 수 있다. 

수소-산소화학반응에 한 분석을 완료하여 신뢰성을 검증하 으며, 냉 성자

원의 압력경계가 되는 진공용기의 설계압력으로 용하여 냉 성자원 설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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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하나로의 안 성에 향을 주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가장 요한 근거를 마련

하 다. 이외에도 요르단 연구로에 냉 성자원 자력설계를 제시함으로써 기술수출 

기 되고, 네덜란드 Delft 학 연구로에 냉 성자원 설치 등도 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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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냉 성자 연구시설은 1～100 nm 역의 물질의 구조와 운동을 측정, 분석하는 

시설로서 범 한 기   응용연구 분야를 포함하여 BT, NT 등 21C 첨단 연구분

야의 나노 역 핵심 측정 시설로서 활용한다. 방사선 기술(RT)과 NT, BT 등 첨단 

신기술  기   응용과학과의 융합에 의한 원천기술 개발력 강화로 국가 연구기

반 강화, 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발  도모한다. 동북아 지역의 핵심 성자 

산란센터로서 국제공동 활용과 공동연구의 로그램 구축에 의해 주도권 확보  

국가 상제고, 동북아 R&D 거  구축에 기여하며 연구개발과 이용연구를 통해 

문 인력  학문후속 세  양성한다. 

1. 기 성과 

냉 성자 감속기 개발은 연구로의 요시설로서 고성능 연구로를 국내․외에 건

조할 경우 본 과제를 통해 얻은 경험이 재 요르단연구로에도 냉 성자 연구시설

을 구축할 정 등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극 온 제어기술, 고진공 유지기술, 

액체수소 리기술 등은  련 산업 기술 수 의 향상이 되고, 극 온  방사선 

환경에서의 알루미늄에 한 재료연구 결과 활용, 얇은 두께의 Al 6061-T6 용 성 

기술 확산은 국내 원자력 시설구축   활용기술 능력 인정에 활용이 될 것이다.  

2. 활용방안

○ 경제  측면

- 냉 성자 감속기 개발은 연구로의 요시설로서 고성능 연구로를 국내․외에 

건조할 경우 본 과제를 통해 얻은 경험이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재 

요르단연구로에도 냉 성자 연구시설을 구축할 정임.)

○ 사회  측면

- 국내 원자력 시설구축   활용기술 능력 인정

- 수소 취  기술  련 안 성 확보 방안의 활용

○ 기술  측면

- 극 온  방사선 환경에서의 알루미늄에 한 재료연구 결과 활용

- 얇은 두께의 Al 6061-T6 용 성 기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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